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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요 약

- 각국의 산재보험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보장제
도 등 사회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어 국가마다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음. 본 연구는 19세기 후반에 산재보험법이 입법화
되어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의 전형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산재보험제도를 비롯하여 미국 워싱턴주, 일본을 중심으
로 산재보험 급여유형, 처리절차, 급여산정 및 조정, 권리구제에
관하여 조사하였음.
-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시기․장소가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재해이어
야 함. ILO 협약 및 권고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독일과 일본의 경우도 출퇴근 재
해를 인정하고 있음. 워싱턴주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가 제
공한 차량 이용시의 사고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고
있음.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작용이
근로자의 기초 질환이나 기존 질병과 복잡하게 관련되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마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산업기술의 자동화 및 발전으로 그 원인이 복합적인 직업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가마다 직업병 인정 범위가 중요한 쟁점
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병 인정 범위가 협소하
여 산재보험 입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
이 이루어지도록 직업병 인정 범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산재보험 급여유형 및 수준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대상국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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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직업능력을 회복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
하는 재활 단계와 재활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연금 단계로 구
분할 수 있음.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
상의 범위를 전보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물급여인 요
양급여 및 재활급여와 현금급여인 장해급여, 유족연금, 장의비
가 지급되며, 산재에 의한 직접손해 이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
는 간접손해로서 사회재활급여인 가사노동지원비용, 차량의 특
수시설 장치비용, 특수운전면허획득비용, 직장의 특수시설 설치
비용, 사회교육 및 심리적 전문상담비용 등을 추가 지급함. 워
싱턴주의 산재보험제도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보하는 제도로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재활급여, 현금급여인 휴업급여, 영구완전장해급여(장해연금),
영구부분장해급여(장해일시금), 장의비가 있으며, 간접손해에
해당하는 기타급여로서 교통비 및 숙박비, 주거특수시설 개조
비, 자동차 개조비 및 재물손실 보상 등을 별도 지급함. 일본 산
재보험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급여유형은 현물급여인 요양(보상)급부와 2차건
강진단, 현금급여인 휴업보상급부, 상병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
유족보상급부, 개호보상급부, 장의비가 있고, 이외에 노동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휴업특별지급금, 장해특별지급금, 유족특별지
급금, 장해특별연금, 유족특별연금이 별도 지급됨.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과
는 별개의 제도이며 보험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민사상 손해배
상의 범위를 전보하지 않으며, 현물급여 형태인 요양급여와 현
금급여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와 간병급여, 특별급여가 있음.
-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는 사업주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
를 보호하고 소송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그들의 보
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약 ⅲ

것임. 따라서 산재보험 운영 측면에서 독일과 워싱턴주, 일본에
서와 같이 근로자의 급여청구권을 보호하고 보험급여 지급절차
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요양과 관
련한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전원신청,
요양연기신청 등) 청구는 의사가 대리하고 있어 전문가를 활용
한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독일과 워싱
턴주, 일본은 ILO의 협약에서도 강조하듯이 급성기 의료기관,
복지시설 형태의 재활병원 및 재활원, 요양원, 가정간호사업 등
산재의료 공급체계가 다양하며, 특히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산재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전문의사제도를 운
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요양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급여소득 이외에 별도의 부가소득이나
현물소득까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
수입에 기초한 상실수입을 보존해 주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보
험급여 지급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사회
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소
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하여 최고 보상한도를 정
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평균임금이 최저임
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최저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음. 이러한 최
고․최저 보상한도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
본이 채택하고 있음. 또한 보험급여를 정률보상제도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가상승이나 동일 직종의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보
험급여액은 법령으로 정해진 정률에 의하여 보상 수준의 상대
적 하락 등 근로자와 유족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
음.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워싱턴주를 제외한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평균임금증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마다 사회보험 급여의 중복급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ⅳ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사유로 여러 사회보험의 급여지급이 중복 발생할 경우 국가마
다 조정방식을 달리하고 있음.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건강보
험의 요양급여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
본의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산재인정 시점에서 제도의 중복을
피하고 있음. 독일과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이 국민
(노령)연금과 중복 지급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감액이 이루
어짐. 일본과 워싱턴주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 급여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전액 연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에서
감액이 이루어짐.
- 산재보험 권리구제를 살펴보면 사회법원에서 운영하는 독일을
제외하고 일본, 워싱턴주와 우리나라에서는 심사․재심사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
라와 일본에서는 재심에서부터 노사를 대표한 위원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1심에서부터 노사단체의 대
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보험 청구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며 전문성과 효율성
을 갖추어 심사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임. 우리나라
에서도 심사청구에서부터 전문성을 담보하고 노사의 대표성을
갖도록 노사가 추천한 위원을 구성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심사 과정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제도
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화와 산업화라는 사회적 특성으로 전체 인구 중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과 전체사회와의 연관성이 보다 밀접해져 가고 있으며
산업복지의 증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산업복지의 개념은
과거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제공해 주는 서비스 전반을 일컫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근로자의 복지를 증
진․보전하고 근로과정과 노동환경 등에 의한 제반 사회적 비용으로부
터 근로자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는 모든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다.1) 따라서 오늘날 산업복지의 목적은 매우 광범위하
게 근로자 및 그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산업발전의 제반 혜택을 함께 나
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 근대 산업구조의 업무상
위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근로자의 재해로부터 근로자 본인과 가
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마다 산재보험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이
1)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Industrial Social Welfare,
N.Y., 1971, p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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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각국의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통
된 목적을 가지고 발전해 가면서 국가마다 산재보험 도입 당시의 시대
적 배경, 정치․문화․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 특성과 차이를
가지고 발전과정을 겪어 왔다.
산재보험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존을 보
장하기 위한 생존권의 보장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재
보험의 구체적 목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수
입상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충분한 의료보호와 사회복
귀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구제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된 목적을 향해 발전해 가면서 국가간 산재보험제도의 구
조와 내용에서 보여지던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산재보험제도의 균일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주의 직접 보상제에서 강제적인 산재보
험제도로의 이행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른 보상의 제도적 구조로 접근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
업주의 직접 보상제를 폐지함으로써 독일의 산재보험제도와 기본적인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면서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규정하였다.
이처럼 각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서로 상호접근하면서 그 역사적 특수
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인 독자성은 유지되고
있다. 각국의 산재보험제도는 국가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는 강제적
사회보험제도와 절대적 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민영보험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이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산재보상의 원리를 입법화한 국
가, 이 두 가지 유형의 중간유형으로서 보험운영을 국가 독점하에 두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산재보험 급여체계는 산재보험 재원인 보험료의 부담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주의 보
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인
한 근로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
다. 다른 유형은 업무상 재해보상 프로그램이 다른 사회보험체계의 일
부분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 정부가 함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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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국민 의료서비스제도에서 업무상 재해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전보 여부에 따라 산
재보험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 및 급여조건은 양적․질적 수준에 상당
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가별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그 구조와 내용을 확인하고 국
가마다 추구하는 제도적 특성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보험급여체계의 기본원리가 유사한 국가,
즉 산재보상의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근로
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원인주
의 접근방식에 의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산
재보험 급여체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19세기 후반에 산재보험을 입법화하여 세계 최초로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대부분의 선진
적인 복지국가들의 전형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제도(1884년 제정)
와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마다 산재보험제도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산재보험 운영체제가 유사한 정부주
도의 관리․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5개 주2) 가운데 워싱턴주(1911
년 제정)의 산재보험제도를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와
가장 흡사하면서도 발전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일본 제도(1947
년 제정)를 살펴보았다. 또한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한 시기순으로 국가별
산재보험제도를 비교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나타나는 국가별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보험급여체계를 둘
러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2) 2001년을 기준으로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오하이오(Ohio), 워싱턴(Washington),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와이오밍(Wyoming) 5개 주가 정부에 의해 독점
적으로 산재보험이 운영되고 있음(네바다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정부운영에서 민
영보험 운영체제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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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체계의 연구범위는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국가별 급여유형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는 먼저 대상국가의
유사성을 갖는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특징과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활단계별(의료 및
직업재활단계) 급여유형 및 연금지급단계의 급여 유형별 특성, 보험급
여 유형별 처리절차를 비롯하여 보험급여의 충분성을 보장하고 보험급
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별 제도적 장치를 함께 비교 고찰하
였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급여청구권자의 권리구제 운영방식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국가별 특성과 우리나라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현주소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3) 본 연구의 대상국가는 사업주 배상책
임에 근거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국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통합․운
영되고 있는 국가는 제외되었다. 향후 산재보험제도가 다른 사회보장제
도와 통합․운영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

오늘날의 산재보험 급여체계가 형성되기까지 산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과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에서 산업재해를 다루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산업의 성립과 함께 노동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산업재해에 대한
3) 국가마다 산재보험 급여유형에 관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독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험급여와 유사한 급여는 우리나라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보험관계자는 사업주, 근로자, 보험자로 통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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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근대시민법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었다.4) 즉 산업재해를 근로관계
의 고유한 사회적 현상 및 특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산상의 손
해에 관한 법률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라는 근로관계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계약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산업화
초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률관계는 보통법(Common Law)상에 있었
기 때문에 산재보상은 불법행위의 일종인 과실(negligence)행위나 불법행
위 문제로 취급되었다.5)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해
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의의무는 통상인 또는 평균인을 기
준으로 한 것이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
에 과실행위의 법리에 있어서 근로자가 배상을 획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다. 한편 실정법인 공장법과 같은 노동보호입법에서는 의무위반
이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절대책임 또는 엄격한 책임이 인정되어 공장
법 위반에 의한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하였다.6)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근로자는 보통법 적용에 관한 노동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항변을 금지하는 입법을 획득하고
자 노력하였다.7) 왜냐하면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과실
을 증명할 수 없으면 패소할 수밖에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소송비용 지출과 해고의 위험을 각오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구
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8)
산재보험제도는 점차 시민법적인 배상관계에서 근로관계적 특성을
4) 박수만(1999),「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pp. 8∼9.
5) 곽윤직(1996), 신정판『채권각론』, 박영사, p. 739 ; 이은영(1995), 개정판『채권각
론』, 박영사, p. 568 ; 이병태(1996),『최신 노동법』, 현암법, p. 834 ; 박수만(1999),
p. 9 재인용.
6) 荒木誠之(1981),『노재보상법の연구』, 총합노동연구소. p. 4 ; 박수만(1999), p. 9
재인용.
7) 岩村正彦(1984),『노재보상と손해배상』, 동경대학 출판부 ; 박수만(1999), p. 12
재인용.
8) 박수만(199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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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산재보험제도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업주의 책임에 근거
한 배상제도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에 근거한 산재보험제도로 변화되
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형식에 의한 산재보
험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전통적인 사
업주에 의한 직접보상제가 보상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고 급여내용
은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생활유지가 확보되지 못했
다는 점 등이 전제되어 있다. 즉 재해보상을 근로조건의 범위 안에 국한
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직접보상방식으로
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국가마다 보상문제를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국가적인 보상보
험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재해보상제도를 사회보험화함으로써 사업
주는 큰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해로 인한 기업체의 도산으
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9)
이처럼 산재보험 초기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담보하
는 사업주 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으나, 점차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산재보험이 사업주
배상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한 경우 적용대상은 임금근로자에
한정되고, 보상의 범위는 업무상 재해에 한정되며, 보험료율은 위험발생
률에 따른 차등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기본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
보장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비근로자를 포함하는 전국민
으로 확대되며, 급여의 범위도 일반재해를 포괄하게 된다. 또한 급여형
태도 연금형태로 발전하며, 보험료율은 균등보험료율 산정체계를 채택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산재보험은 사업주 배상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냐 아니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고 하겠다.10)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는 원인주의
9) 김수복(200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 : 중앙경제, pp. 42∼43.
10) 임준(2002),『현시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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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 principle) 접근방식의 보호대상은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보험수익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원인주의는 위험발생 원인에
따라 별개의 제도 및 전담기구가 운영되는 특징을 갖는다. 원인주의 접
근방식은 첫째, 기여에 대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본주의 시장경
제원리에 부합하게 되며, 둘째, 피해의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의 주체 및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오용 또는 남용 문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특정한 위험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불
필요한 소득 재분배의 기능과 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주의 접근방식은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그 발생원
인에 따라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동일한 대상자가 재해의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운영 주체
에 의해서 각각의 사안을 담당하게 되며, 급여내용 및 수준은 운영주체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중복수혜의 문제 또는 보장의 결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위험에 대한 중복적 제도운영으로 사회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피해의 발생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관
련기관과의 행정적 마찰과 이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데 이러한 문제는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결과주의(final principle) 접근방식은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그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다. 따라서 동일한 제도가 유사한 성격의 위험에 대한 보호업무를 전담
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주의 접근은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원인주의 원칙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제
공함으로써 급여의 과다지급 또는 보장의 결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
며,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업
무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
이 있다.
반면, 피해발생의 원인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
하게 되므로 피해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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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 및 남용 등 도덕적 위해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동일한 급여
가 제공되므로 개별 피해자의 실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
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3절 보험급여체계의 국제기준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관한 국제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상정한
협약과 권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세계 국가들이 모든 대상자에 대하
여 기초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장 수단을 효과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설립되어 세
계 각국의 근로조건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
계대전 전후로 하여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보장법
체계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제102호)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에 걸친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대한 정기금(연금)을 행할
것과 의료급여 및 소득상실로 인한 현금급여의 경우 사고의 전기간에
걸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ILO 제102호 협약 이외에도 1964년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급여에 관한 협약(제121호)이 채택되었는데, 보
험급여를 지급할 사유와 위험의 범위, 급여의 유형, 보험급여의 지급제
한 및 권리구제, 예방 및 재활에 관하여 명시함으로써 국가별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기초가 되고 있는
ILO협약․권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는 산업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사고 또는
직업병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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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상태, ② 부상 또는 질병에 기인하고 소득의 중단을 수반하는 노동
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한 것, ③ 소득능력의 완전 상실 또는 소득
능력의 일부 상실로서 영구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④ 부양자의 사망으로 미망인 또는 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은 부양상실
등을 보험급여를 지급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출퇴근 재해를 명시하고 있는데,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국
내법령에 규정할 것(제7조 제1항)과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작업장과 근
로자의 주된 또는 종속된 주거, 근로자가 통상 식사를 하는 장소, 근로
자가 통상 보수를 수령하는 장소 사이에서 직접 받은 재해로 출퇴근 재
해를 규정하였다(제102호 협약 제7조, 제121호 권고 5).
또한 직업병의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의 목록을 법령으로
정할 것, 열거된 질병을 망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인 직업병의
일반적 정의를 법령으로 정할 것, 직업병의 일반적 정의에 의하여 보충하
거나 질병이 직업에 기인함을 확정하기 위한 기타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규약과 합치하는 직업병의 목록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2. 보험급여의 유형
ILO 규정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보험급여의 지급유형과 의
료급여의 범위 확대 및 의료급여 내용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병적인 상
태에 의료제공을 받는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장의비 별도)를 현금급여로 지급하고(제9조 제1항) 수급자격
은 고용기간, 보험기간, 기여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
정하였다. 다만, 직업병에 관해서는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에 대해 국내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요양급여
요양급여에는 입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일반의사 및 전문의사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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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포함), 치과진료, 가정 또는 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의 간호, 병
원․회복기 요양소․장기 요양소(Senatorium)․기타 의료시설의 수용,
치과용 치료재료․약제․기타 내과용 및 외과용 치료재료(보장구와 수
선 및 재교부 포함)와 안경, 의료와 유사하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하에 행하는 진료, 사업장에
서 정도가 중한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응급조치, 사업장에서 부상이 경
미하고 근로의 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지원해야 한다(제10조).
또한 보건제도 또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제도로 요양급여(현물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유자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도록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한 규정들이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생
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비용을 상환하는 제도로 요
양급여(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급여의 범위, 기간 또는 비용
이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규정을 법령으로 마련할 수 있
다(제11조).
나.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종전 소득과 배우자와 두 자녀를 가진 자를 기
준으로 한 가족수당의 합계액의 60%를 정기급여(Periodical Payment)
로 지급해야 한다(제13조).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해야 하
며, 휴업급여에 대기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초의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 장해급여
영구적으로 장해가 예상되고 경제력의 완전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해당하는 영구완전장해의 경우 종전소득과 가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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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처와 자녀 2인 기준)의 합계액의 60% 수준을 정기급여로 지급해야
한다(제14조).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경제력의 일부 상실로 상당한 정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해당하는 영구적 부분장해의 경
우에는 급여에 해당되는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해야 한
다.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소득상실이 상당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정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는 일시금의 형식
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제력의 상실 정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
의 상실정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국내법령으로 정
해야 한다(제14조).
정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서 재해를 입은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총금
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시금이 재해를 입은 사람
에게 특히 유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연금지급에
필요한 관리운영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5조). 또한 신체에 상해를 입은
자로 계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할증액이나 다른 부가급여(또는 특별급여)를 지급해
야 한다(제16조). 경제력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서 상실 정도의 변화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재검토․정지 또는 취
소하는 요건을 국내법령으로 정해야 한다(제17조).
라. 유족급여
유족급여(제18조)는 사망자의 처(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남
편(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및 자녀 및 기타 수급권자에게 정기금을 지
급해야 한다. 신체장해가 있는 남편에 대한 급여는 다른 유족에게 지급
되는 급여가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급여를 초과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
에서 장해와 관계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
고 장의비를 별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수준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며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이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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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경우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일정정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수
급권자가 정기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급여계산시 정기급여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족급여의 지급수준은 정기금과 표준수급자(처와 자녀 2인 기준)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합계액의 50%를 최소한 지급해야 한다. 급여의
최고한도는 법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최저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종전소득은 숙련근로자11)와 미숙련근로자12)로 구분하
며 숙련근로자와 미숙련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 시점
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정기급여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임금산
정도 지역마다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거나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이에 근거하고, 관습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통상근로시간의 임금(생계비․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생계비가 크게 변동하여 일반 임금수준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
우에는 급여를 재조정해야 한다.

3. 보험급여의 제한
관련자가 당해 회원국가의 영역 내에 있지 않은 기간, 관련자가 공공
비용 또는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업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관련자가 허위로 청구한 경우, 업무상 재해 관련자의 형사상의 범
죄에 기인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관련자가 스스로 야기한 주취(酒醉)상
태나 중독상태 또는 관련자의 중대하고 의도적인 비행행위에 의하여 발
11) 숙련남성육체근로자란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립공 또는
선반공, 남성 경제활동종사자 또는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 모든 근로자 중 75%의 근로자의 소득과 비교하여 이와 대등하거
나 초과하는 소득을 받는 자(소득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이
보다 짧은 기간), 모든 근로자의 평균소득의 125%에 달하는 소득을 받는 자를
말한다.
12) 미숙련근로자는 일반 성인남성근로자라고 하는데,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
업의 미숙련 근로자, 경제활동종사자 또는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 중 근로자가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분류에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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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경우, 관련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 및 이에 관련된 급여 또는
제공되는 재활에 관한 시설의 이용을 해태하거나, 급여사유의 발생이나
계속의 증명 또는 수급권자의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유가족인 배우자가 다른 자와 배우자로 동거하고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시킬 수 있다(제22조).

4. 권리구제
모든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되거나 급여의 양․질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경우 제소할 권리가 있다.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서가 요양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거부 또는 지급된 요양급여의 질에 대한 청
구인의 제소권은 적절한 기관에 의해 심사받을 권리로 갈음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 관련 급여 또는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
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특별한 제정기관이 설치되어 청구
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제
23조).
공공기관의 규제를 받는 제도에 의해 관리하지 않거나 또는 입법기관
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서가 관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운영에 참가하거나 고문의 자격으로
이에 참여한다. 사업주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의 참가에 대해서도 국내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협약의 적용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적절한 관
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24조).

5. 예방 및 재활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신체에 장해를 입은 자가
가능한 한 이전의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당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위한 재활시설을 제공하고 신체장
해를 입은 자가 직업을 갖도록 조치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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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제27조).

제2장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15

제2장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제1절 의 의

1. 발전과정
가. 산재보험법의 제정
독일은 세계 최초로 법정 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을 도입한 나라로서, 산재보험은 독일의 5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19세기 말 독일제국 수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질병, 노령,
산재 등에 걸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주도의 사회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시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
으나, 그 제도가 없이는 개인의 자유와 보호가 충족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스마르크 수상은 판단하였다13)14).

13) Buss, Peter(1996), Berufsgenossenschaftliche Praevention Rueckschau und
Perspektive : Die soziale Unfallversicherung － Beitraege Standortbestimmung,
Erich Schmidt Verlag, p. 15.
14)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지배층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
다는 견해도 있다. Wester, Inge(1999), Die Geschichte der Unfallversicherung
der Stadt Hamburg, Doelling und Galitz Verlag, Hamburg,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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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재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1883), 노령연금(1889) 등이
차례로 도입되고, 20세기에 들어와 실업보험(1927), 개호보험(1995) 등
이 도입됨으로써 소위 5대 사회보험체제가 구축되었다.15) 그 중 1884년
7월 6일 산재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이 가장 먼저 입법화되
었다.16)
독일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근로자들은 사업주 대
신 산재보험기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게 되어 근로자는 물론 사
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태동한 산재보험제도는 오늘날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19세기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영국에 비해서 독일은
산업화가 다소 늦었으나, 1871년에 근대국가의 통일을 이룬 철혈재상
비스마르크17)가 독일을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혁명을 추진하였다. 당시 독일에서의 산업혁명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
금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당시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열악한 임금조건과 작업환경 속에서 매일 장
시간 동안 작업을 하도록 내몰았다.
그 결과로 인해 산업혁명 전까지의 농경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많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유럽 각국의 노동문제는
산업혁명으로 기계생산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농노사회에서는 볼 수 없
었던 생산현장에서의 노․사간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발생하였다.
그 당시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재해근
로자는 사업주의 행위가 고의, 과실, 또는 태만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세기 근로자들의 법적 투쟁
에 의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의
15) HVBG(1999), The Financing of the Berufsgenossenschaften in Germany, p.
16.
16) Die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1994), Alles aus einer Hand :
Arbeitssicherheit, Gesundheitsschutz und Unfallversicherung,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HVBG), p. 40.
17) 이원근․이응권․이상호(1999),『최신 보험학입문』,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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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을 입증할 수 없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는 1871년에 제정된 독일의 책임보험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비스마르크 이전에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조합제도가 있었지
만, 급부 불충분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비스마르크는 이 제도를
정부의 감독하에 두면서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등 획기적인
노동정책의 틀을 시도하였다.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18)을 살펴보면, 19세기 중후반인 1881
년에 당시 비스마르크 독일 황제의 칙령(Kaiserliche Botschaft)으로부
터 최초로 산재보험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
이 진행되던 당시 독일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제국책임법(Reichshaftpflichtgesetz)을 1871년 도입하였으나, 불충분
하다고 판단되어 1884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듬해 발효된
동법은 산재위험이 큰 업종(광업, 채석장, 부두, 직물공장, 건설업 등) 및
소득수준이 낮은(연간소득이 2천 마르크 이하)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적
용되기 시작하였다.19) 1885년에는 출판업을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산재
보험조합의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이듬해인 1886년도에는 농림업 사업
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및 의료보험에 관한 법이 마련되었다. 이
런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에서는 19세기 후반에 나름대로 산재보험제도
의 법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늘날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예방, 재
활, 보상을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본래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것
은 산재예방보다는 산재보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
다.20)

18) 근로복지공단(1996),『산재보험급여 및 관련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19) Wester, Inge(1999), 앞의 책 p. 24. 이는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근로
자, 5인 미만의 농․어․임․수렵업 등이 제외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 바 있다.
20) Terpitz, Werner(1988), Arbeitsschutz, Unfallversicherung und Erste Hilfe,
Deutscher Sparkassenverlag Stuttgart,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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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재보험조합의 설립
업종별 산재보험조합을 산재보험 운영기구로 법제화하여 1885년 55
개의 산재보험조합이 설립되었고, 1900년에 이르러 그 수가 65개가 되
었다. 독일에서 산재보험이 영리형 민영보험이 아닌 비영리형 조합방식
으로 도입된 것은 당시 민영보험회사들의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우려와
산재위험에 대한 민영보험회사의 위험평가능력의 문제에서 비롯되었
다.21)
산재보험법 제정 이후 동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업종별 산재보험조합
이 설치되는 한편 일련의 업종별 산재보험법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업종별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에 대하여, 근로
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 및 상실소득에 대한 사업주의 배
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대신 사업주를 상대로 한 근로자의 소송권 포기를 교환한다는 점
에서 산재보험은 노사간의 위대한 사회계약(great social contract)이라
고 할 수 있다.22) 자치운영방식을 채택한 독일에서 최초로 산재예방규
정이 인가된 것은 1886년 7월 7일 목재 산재보험조합이었다.
조합별로 유사한 동종 위험에 대해서는 표준산재예방규정을 1896년
에 제정하여 기본적인 측면에서 통일화하였고, 1900년에는 개별 업종별
산재보험법을 연결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다. 산재보험의 발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1년에는 모든 사회
21) Sokoll, Guenter(1997), Private versus Staatliche Systeme fuer Betriebsunfall
- und Invaliditaetsversicherungen : Die deutsche Loesung,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Workmen Compens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Etude de l'Economie de l'Assurance, Association de Geneve, p. 77.
22) Gaza, Peter A.(1997), Elements of an Effectiv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Workmen Compens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Etude de l'Economie de l'Assurance, Association de
Geneve,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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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을 통합하는 제국보험법(RVO=Reichsversicherungsordnung)이 제
정되고, 이로부터 산재보험은 기존의 보상업무와 더불어 재해예방 및
재활업무까지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23) 이로써 당시의 독일제국은
사회보험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1925년
5월에는 직업병 시행령(BK-VO)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직업병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령이었다. 1925년 7월에는 제국보험
법(RVO) 내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더 확대하여 출퇴근 재해까지 산재
보험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초 여러 산재보험조합의 산재예방규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
은 산재보험조합협회(Verband der deutschen gewerblichen Berufsge
nossenschaften, VBG)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1934년 4월 1일 완료되
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유지되었다. 1945년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
불어 국가경제 재건의 필요성과 1934년 이후 20여 년간 도입된 새로운
작업방식과 작업수단을 감안하여 1963년 새로운 산재보험법이 제정되
었다.24)
1951년에는 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법(Gesetzueber die Selbst
verwaltung)이 제정되어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 1950년 이후 독일이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기적
(Wirtschaftwunders)을 이루면서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높
아지고, 이에 따라 보다 관대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정치적
세력을 얻어가면서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 중반까지 팽창한 바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자연히 근로의욕 감퇴와 실업률 증가를 가져
오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의 재정문제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망사고 등 재해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엄격한 법 적용 및 재해예방
기술의 진보에 따라 산재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23) 그 후 산재보험에서 예방 및 재활 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오늘날
에는 예방 및 재활 업무가 산재보험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24) 한편 전기장치 등 동력을 이용한 작업수단과 관련된 산재처리문제에 대한 논란
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1982년에 들어와서야 관련규정(Maschinenvorschrift)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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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작업물질의 사용에 따라 직업병이 증가하고, 공공부문
산재보험(Eigenunfallversicherung)에서는 실업자, 학생 등 근로자가 아
닌 사람들까지 산재보험에 편입시키면서 산재보험의 재정부담이 증가
하게 되었다.
학생의 경우에는 체육수업시간의 사고로 인한 재해가 문제였는데,25)
법률로 수행하는 체육수업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학교당국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학생재해를 민영부문 산재보험조합, 공공부
문 산재기구, 민영보험회사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거듭
되었다. 결국 1970년 8월 연방의회는 약 9백만 명의 초중고 학교 학생들
과 43만 명의 대학생들을 법정 산재보험제도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운영주체를 지방자치체 산재보험협회와 각 시별 공공부문 산재기구로
확정하였다.
1911년 제정된 제국보험법은 1970년대 신설된 사회법전(Sozialgese
tzbuch: SGB)으로 점차 대체되었다. 즉 1976∼81년까지 사회법전 제정
을 통하여 사회보험 관계법령의 종합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1975년
사회법전의 총칙이 공포되고, 이듬해인 1976년 사회보험부문의 총칙이
제정되었으며, 1980년 절차법편이 완성되어 그간 종목별로 분리되어 온
사회보험은 통합적으로 운영되게 되는 한편 제국보험법은 사회법전에
의해 대체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독일 산재보험의 법적 근거(Rechtsgrundlage)는 사회
법전(SGB)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1996년 8월에는 ‘산재보험법의 사회
법전으로의 편입을 위한 법(Unfallversicherungs Einordnungsgesetz :
UVEG)’의 제정으로 산재보험법이 사회법전 제7권에 종합되었다.

25) Wester, Inge(1999), 앞의 책,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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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
가. 목 표
독일 산재보험의 기본목표는 ① 산재사고 및 직업병을 예방하는 것,
② 산재사고 후 신속한 복구, ③ 부득이한 경우 환자 및 유가족에 연금
지급 등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즉 예방이 보상에 우선하고, 실물
보상이 금전보상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통해 산재축소와
산업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예방업무는 ‘기술감독관’이 각 사업장의 예
방을 담당하고 있다(약 5천 명이 있음). 예방이 안 되는 경우에 재활 및
보상이 작동하게 된다.
독일의 산재보험사업은 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26), ② 산업재
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직업병의 재활사업(치료 및 장해인의 전직훈련, 재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사업), ③ 산재
장해인 및 유가족에 대한 연금 및 보조금사업 등 세 가지로 대별된다.
이상의 3개 업무 중 사전적 예방을 가장 중요시하고,27) 산재보험운영
자는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산재예방을 위하여 각 산재보험조합은 재해예방규
정을 제정하여 산재예방과 관련된 시설 및 절차 확립에 관한 기업활동
을 규제한다.28)
재해예방규정은 각 조합별로 필요에 따라 세부 업종별로 여러 개를 만들

26) 독일은 산재보험, 정부 및 사업주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적극적인 재해예방을 통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감소시키
는 것이 기능인력의 보호 및 안정적 확보의 지름길이며 산업재해 부상자 및 장
해자 재활사업비용과 근로자 및 유가족 보상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감소
및 가정안정을 통한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27) Terpitz, Werner(1988), 앞의 책, p. 29.
28) 재해예방규정 중 여러 개의 산재보험조합에게 공통적으로 연관된 조항에 대해
서는 산재보험중앙회에서 조정함으로써 규정의 통일화를 기하는 한편 규정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각 조합의 재해예방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연방 노동부 장
관(Bundesminister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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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독일 산재보험 운영자별 산재예방 피교육생(과정)수(2000년)
(단위 : 명)
제조/서비스부문
1일 교육
2∼3일 교육
4일 이상 교육
전 체

농업부문

공공부문

전 체

161,837

69,648

21,960

253,445

(7,504)

(2,764)

(1,015)

(11,283)

107,986
(5,473)

12,411
(882)

15,226
(960)

135,623
(7,315)

86,553

411

1,597

88,561

(5,688)

(47)

(155)

(5,890)

356,376
(18,665)

82,470
(3,693)

38,783
(2,130)

477,629
(24,488)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pp. 131∼
132.

수 있다.29) 또한 관련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감독위원회(Technischen
Aufsichtsdienst)를 두고 각 조합회원기업의 재해예방실태에 대한감시
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기술적 자문활동을 병행한다. 그리고 산재보
험조합은 안전관리담당자, 사업주, 임원, 근로자들을 상대로 매년 40만
명 이상에 산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0)
한편 독일은 사후대책인 재활과 보험금 지급 중에서 재활을 보험금
지급보다 중요시한다(Rehabilitation vor Rente).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
절한 치료와 직업 및 사회적 재활은 사후대책 중 가장 중요한데, 재활은
산재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책으로 간주하고 재활을 위한 경비와
시간은 따지지 않는다. 의미있고 유망한 재활활동이 더 이상 없을 때에
한해서 장해연금 등 보험금 지급이 피해보상을 위한 보충적 의미로서
이루어진다.
29) 이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을 다루는 35개 산재보험조합의 경우 약 200개의 재
해예방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30) 산재보험조합의 피교육생 수는 독일의 초․중등학교 학생수 다음으로 많아서,
산재보험조합은 독일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 중 하나이다. BG(1994), Alles aus
einer Han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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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 정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경우 개별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한
다.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율은 업종(sector of industry), 위험수준(risk
class), 임금(size of payroll), 사고 빈도와 심도(number and severity of
accident)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산업부문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1.3%가 산재보험료인데, 이는 1950년 1.8%에서 2001년 1.3%
로 감소한 수치이다. 공공부문 산재재정은 정부의 일반조세에서 조달한
다.
다. 적용대상
독일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근로자집단, 학생 및 교육훈련생 집단,
기타 집단 등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된다.31) 산재보험 도입 초기에는 근
로자집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다가 1970년대 독일 경제부흥과 함께 산
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임시근로자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학
생집단은 학교 체육수업중 신체사고가 빈발하면서 학생집단에 대한 사
후보호대책으로 공적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기타집단은 근로자나 학생 신분이 아니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자
로서, 노동조합 소속 장해인, 재활중인 자, 명예직 근로자, 헌혈자, 증인
등 근로활동 및 근로소득과 무관한 자들이다.
한편 임의가입자 및 가입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및 그와 같
이 근무하는 배우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산
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단, 택시기사 등 위험도가 높은 교통부
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이다. 정부공무원, 의사/치과의사, 가
정주부 등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간 여성단체 등에서 지속
적으로 주부집단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
31) Sokoll, Guenter(1997), Private versus Public Systems for Industrial Accident
and Invalidity Insurance: The German Solution, in: Papers on “Workman
Compensation” in Cologne Seprember 30, 1996.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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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직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독일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제1편에는 의무가입대상(제2조),
운영자의 임의선택에 의한 가입확대 범위(제3조), 적용제외대상(제4조),
가입면제대상(제5조), 임의가입(제6조)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
다.32) 제2조에서 의무가입대상은 근로자, 직업훈련생, 농업부문 사업주
및 가족, 학생(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무보수 명예직 근로자(사회복
지시설 및 공공단체), 재활중인 자, 외국에서 독일을 대표하여 근무하는
자 등으로 규정한다.
제3조에서 산재보험조합은 어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는 사업주 및
그와 함께 근로하는 배우자를 임의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공무원법, 독일연방공공부조법, 종교단체정관 등에
의해 별도로 사고보상이 되는 자를 제외하고, 어업관련 종사자 및 그 배
우자들과 자영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을 명시적으로
적용 배제한다. 제5조에서는 소규모 농민에 대해 가입의무를 면하게 한
다(제2조의 적용배제). 제6조에서는 사업주 및 자영업자를 임의가입대
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라. 감독체계
산재보험에 대한 감독체계는 2중 구조(das duale System)로 되어 있
다. 즉 산재보험조합은 정부의 감독을 받고, 산재보험조합의 회원기업은
산재보험조합의 감독을 받는 독일의 감독체계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산재보험 감독이 2중 구조로 되어 있
는 이유는 산재예방업무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노동법 집행과 연관되
어 있는 한편 사회법적인 산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겹치기 때문이다.33)
먼저 산재보험조합 및 기구는 민간부문이건 공공부문이건 가리지 않
고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민간부문 산재보험조합과 주 단위 이상의 공
32) BKK(2002), Sozialgesetze 2002－Gesamtausgabe, pp. 817∼821.
근로복지공단(1997),『독일산재보험법』, pp. 19∼25 참조.
33) Wester, Inge (1999), 앞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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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 산재보험기구는 베를린에 소재한 연방보험청(Bundesversiche
rungsamt)에서 일괄 감독한다. 주 단위 아래의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
기구에 대해서는 각 주별 노동청이 감독권을 보유한다.
산재보험조합 내부에 설치된 기술감독위원회(Technischen Aufsicht
-sdienst)는 회원기업을 작업시간중에 방문하여 작업시설, 작업방식, 작
업기계, 작업물질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작업물질 샘플을 임의
로 요구하여 이를 가져갈 권한이 있다. 다만 기업비밀과 관련하여 동 위
원회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동 위원회의 조사결과 재해위험이 인정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 위험(Versicherungsfall)의 유형
산재보험 위험의 종류는 크게 근로사고(Arbeitunfaelle)와 직업병(Ber
ufskrankenheiten)으로 크게 구분한다(제7조 제1항). 근로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는 물론 출퇴근재해 및 자녀의 처리를 위한 통행시간도 포
함하고(제8조), 직업병은 ① 독일연방정부가 연방상원의회(Budesrat)의
동의를 거쳐 법령으로 명시한 질병 또는 ②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
지만 최신 의학지식에 의하여 직업병으로 확인된 질병이다(제9조).
1) 근로사고
근로사고는 근로행위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신체손상 또는 사망을 야
기한 사건으로 제한된다(제8조 제1항). 출퇴근재해의 경우 1925년부터
산재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오고 있는데, 초기에는 거주지와 사업장
간의 출퇴근과 업무상 출장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
다.
이러한 출퇴근재해의 인정 기준은 점차 완화되어 출․퇴근시 자녀를
유치원 또는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또는 오는 경우 및 직장동료를 집까
지 데려다주기 위한 우회도 포함된다(제8조 제2항, 제3항). 출퇴근재해
를 산재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자는 사업주측의 주장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계속 있어 왔으나 일단 적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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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병
직업병은 일정한 업무행위에 의해 일정한 근로집단에게서 다른 국민
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정도로(erheblich hoeheren Grade) 발생확률
이 높은 질병으로서, 이로 인해 근로위험을 초래하거나 또는 작업중단
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제9조 제1항). 직업병은 직업병 시행령(BK
-VO)에 규정된 직업병 목록을 종전의 59종에서 64종으로 확대하여 이
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표 2-2 참조).
그러나 직업병의 열거원칙은 재해 판정의 경직성을 가져와 관련 당사
자로부터 민원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최근 의학적 지식으로 근로자의
당해 업무가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높은 정도로 특정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한다(제9조 제2항).
단,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업활동이 그 직업병의 유일
한 원인으로 작용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제9조 제3항), 인정기준이 까다
롭고 이에 따라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표 2-3
참조).
<표 2-2> 산재보험의 직업병 분류
직업병 집단 분류
제1군 화학물질

제2군 물리적
환경

중분류
중금속(10종)
가스(2종)
솔벤트 등(17종)
기계(11종)
기압
소음
방사선(2종)

세부항목(코드)
1101∼1317까지 총 29종

2101∼2402까지 총 15종

제3군 감염

보건서비스, 검사실, 동물감염
등 총 4종

3101∼3104까지 총 4종

제4군 먼지

inorganic dust(11종)
organic dust(3종)
호흡장애물질(2종)

4101∼4302까지 총 16종

제5군 피부병

피부환경 및 피부암 등(2종)

5101∼5102까지 총 2종

제6군 기타

광업환경

6101 1종

자료 : HVBG(2001), BG Statistics 2000,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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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직업병 심사 및 인정건수(비율) 추이34)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심사건수 58,781

71,709 80,282 80,641

81,578 77,326 70,871

69,586

인정건수

23,756

25,514 27,892 28,579

27,818 26,500 25,011

23,817

인정비율

40.4%

35.6%

34.1%

34.2%

34.7%

35.4%

34.3%

35.3%

자료 : HVBG(2001), BG Statistics 2000, pp. 38∼39.

3. 관리기구
가. 특 성
독일 산재보험의 운영자는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구성된 개별 산재보
험조합으로서 자율행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적인 행정규
정의 제․개정 및 산재보험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한다(제114조).
산재보험조합은 산재근로자의 원상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
에 따라 산재근로자를 조합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
개별 산재보험조합내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산재보험조합총회(Mitgl
iederversamlung)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참여하고 사고예방규정 및
조합의 운영방향을 설정한다. 개별 산재보험조합은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는 것과 지부 없이 본부만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식품산재
보험조합은 독일의 35개의 개별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중 세번째로 큰
산재보험조합인데(최대규모는 금융산재보험조합(Verwal -tung BG)), 전
체 및 인력은 1,100명으로 800∼900명이 본부업무를 담당(조합원 관리,
보험료 책정/징수, 산업안전 감시)하고, 나머지 200∼300명 정도가 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조합은 자치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업종의 경우
위험도는 높고 성장성은 낮아 산재보험 급여액을 자체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어서 이를 업종별 공동부담(보조금)방식으로 해결해 왔다(제
34) 이 비율은 완전인정 및 제한인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완전 인정비율은 이에 비
해 30%정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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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조). 예를 들어 사양산업인 광산업산재보험조합은 과거 15년간 지원
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불법취업이 많고, 보상급여액은 높고 지불능력이 낮은 건설
업과 내륙수송업 등도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산재보험
조합간 보조금 지급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 및 산재보험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산재보험조합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6
월 24일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제118조를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2002년 7월 현재 제176조에 대한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독일 산재보험은 운영 주체, 보험료 부담자, 조합참여방식 등에서 운
영상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 운영 주체는 업종별, 지역별로 별도의 산재보험조합
이 구성되어 있다. 각 산재보험조합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공공법인이며, 국가는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감독권만을 가지고 있
다.35)
둘째,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며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가 50%씩 각각 부담한다.36)
셋째, 산재보험조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율적
으로 운영한다. 즉 독일 산재보험조합의 특색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재정, 인사, 경영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되 공법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형태이다.
넷째, 산재보험조합은 부문별, 업종별로 구분된다. 독일의 산재보험은
협동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구분된 업종별(일부는 지역별로
다시 구분) 직업조합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별 직업조합은 공법에
35)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2중 감독체계로 유명한데, 지방자치단체(정부)의 기술감
독 및 산재보험조합의 감독이 더불어 실시된다. (지방)정부는 일반적인 감독,
조합은 세부사항을 감독하고, 정부의 감독(예방, 재활, 보험)에 대해서는 연방보
험감독청에서 담당(산재보험요율 등)한다.
36) 이는 산재보험이 사업주의 절대책임이라는 법적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산재보
험은 사회보험이지만 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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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위임된 조직으로서,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
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운영의 주체인 산재보험조합에 재정, 인사,
경영 등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다섯째,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은 사회보험제도 중 산재보험분야를 담
당하고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직업훈련과 관련된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해 근로자, 훈련생 등을 사전적 또한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주목
적이 있다.
나. 부문별 산재보험조합 및 기구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을 크게 분류하면 산업부문, 농업부문, 그리고
공공부문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Gewerbliche Unfallversicherung)은 세
부 업종별로 총 35개가 있는데, 270만 개 적용사업장에 적용인원이 약
4,100만 명이다. 이들은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HVBG, Bonn 소재)를 구성하여
공동업무와 상호이익을 도모한다.37)
둘째,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Landwirtschaftliche Unfallversicherung)
은 지역별로 20개 정도 있고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은 적용인원이 약
500만 명이다.38) 20개의 지역별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들은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Bundesverband der landwirtschaftlichen Berufsge
nossenschaften, Kassel 소재)를 구성하여 공동활동을 한다.
셋째, 공공부문 산재보험기구(Eigenunfallversicherung des Bundes,
der Laender und der Gemeinden)는 철도회사,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금 등 국영기업들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또
는 대상별로 구성된 산재보험기구이다. 1999년 현재 총 39개의 공공부
문 산재보험기구들은 적용인원이 2,500만 명(학생 1,600만 명 포함)이
고,39) 이들은 공공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Bundesverband der Unfall
37) HVBG(1996), Health and Safety at Work－System and Statistics, p. 19.
38) HVBG(1996), Health and Safety at Work－System and Statistics,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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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996년에는 공공부문 산재보험기구의 수가 54개였다(HVBG(1996), The Fiancing
of the Berufsgenossenschaften in Germany, p. 18 참조) 그러나 1999년에는 그
수가 39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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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산재보험조합의 구분
산재보험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
(HVBG)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
(BLB)

35개
산재보험조합

20개
산재보험조합

공공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
(BAGUV)

39개
산재보험조합

versicherungstraeger der oeffentlichen Hand - BAGUV, Muenchen 소
재)를 구성하여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0). 참고로 2001년도 현
재 독일의 산재보험조합 내 총 근로자 수는 약 22,000명이다41).
다.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대표 반반씩으로 구
성되는 자치조직(Selbstverwaltung)이고, 산재보험의 운영 주체인 산재
보험조합은 법정기구로서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독일의 모든 기업은
자사의 업종이 속한 산재보험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이 산재보험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재보험조합의 조합원(Mitglieder)
은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이고, 이들은 각 산재보험조합의 총회 회원의
각각 50%씩을 차지하게 된다.
산업부문에 속한 35개의 각 산재보험조합은 업종별로(nach Branchen)
40) HVBG(1996), Health and Safety at Work－System and Statistics, p. 21.
41) HVBG(2001), Geschaeft-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
sgenossenschaften,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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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되어 있어서 업종별 전문화(Branchengliederung)의 장점으로는
산재예방 및 재활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업종별로 상이한 위험상황에 대해 보다 근접한 대처방안을 강구할수
록 개별적인 방법의 효과성이 높아진다.
또한 각 업종별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사회 재활을 비롯한 개인의
손실복구를 각 업종별 산재보험조합에서 담당하게 되어 손해보상이 원
활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조합의 업종별 전문화는 사업주단체와 노동조
합의 자치조직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갖게 된다.
업종별로 구분된 개별 산재보험조합의 엔지니어, 산재전문의, 기타
전문가들은 그 업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어떤 방식
이 효과적인지 구체적․전문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첨
단 기술과 기계에 대한 정보가 많고, 위험물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생
위험을 이해하고 있고, 각 업종별로 특이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있으
며, 기술 및 법규에 관한 최근 움직임을 알고, 업종 고유의 안전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1) 종 류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업종은 다음과 같이 크게 14개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된다. 그 중 철금속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부분적
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진 조합들도 있는데,42) 최근 경비절감 차원에서
합병을 도모하고 있다.
각 산재보험조합은 산재예방, 재활, 보상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
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언, 교육, 동기부여 및 정보제공, 감시, 연구, 검사,
자료정리, 치료, 취업지도, 조정, 통계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 산재보
험조합의 운용자금은 기업주들로부터 100% 조달된다. 다시 말해 다른

42) Die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1994), Alles aus einer Hand :
Arbeitssicherheit, Gesundheitsschutz und Unfallversicherung,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HVBG),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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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업종 분류
업종 분류

비 고

조합수

광업(Bergbau)

1

Bochum 소재

채석(Steine & Erden)

2

채석조합과 세라믹조합 구분

가스/수도(Gas & Wasser)

1

Düesseldorf 소재

철금속(Eisen und Metall)

5

업종별 세분화(일부 지역구분)

정밀기계/전자(Feinmechanik und
Elektrotechnik)

1

Köeln 소재

화학(Chemie)

1

Heidelberg 소재

벌목(Holz)

1

Müenchen 소재

제지/인쇄(Papier und Druck)

2

제지업과 인쇄업 구분

직물의류/피혁(Textil und Leder)

2

직물의류와 피혁업 구분

식품/기호품(Nahrungs-und
Genussmittel)

3

식품, 육류, 제당업으로 구분

건설(Bau)

8

지역별로 구분(지하공사는 별도 조합)

유통/금융(Handel und Verwaltung)

3

도매/창고업, 소매, 은행․보험․사
무․자영업 구분

운수(Verkehr)

4

전차․전철․지하철, 차량관리, 수운,
해운으로 구분

보건서비스(Gesundheitsdienst)

1

Hamburg 소재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금전적 기여
를 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조합은 비영리조직으로 법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기금을 기업주들로부터 징수한다(할당방식, Umla
geverfahren). 각 산재보험조합의 자금수요는 해당 사업년도의 조합 소
속 모든 기업의 기여금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과거 30년간 급여 대비 산재보험기금 갹출액의 비율은 1.51%에서
1.42%로 낮아진 바 있다. 직장안전도 평가(출퇴근재해는 제외)가 현저
하게 낮아진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조합이 갹출보험료를 낮추어 주
는 반면 반대로 높아진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높임으로써 산재보험
료의 회사별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동기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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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 조직과 인력
35개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들은 각각 상이한 조직과 인력구조를 가
지고 있다. 첫째, 지사(Bezirksverwaltung)를 가지고 있는 산재보험조합
이 25개이고, 본부만 있는 산재보험조합이 10개로서, 35개 산재보험조합
의 총 지부 수는 123개로서 산재보험조합당 평균 3.5개의 지부를 보유
하고 있다.
둘째, 일부 산재보험조합은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광업산재보험조합,
1개의 금속산재보험조합, 화학산재보험조합, 1개의 건설산재보험조합,
내륙수송업산재보험조합 등이 각각 1개 내지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조합들은 그 규모와 소속회사의 수 등에 따라서 이사
의 수와 총회 회원의 수를 달리하고 있다. 이사의 수는 최소 6명(제당산
재보험조합) 최대 26명(식료품산재보험조합, 보건서비스산재보험조합)
을 두고 있고, 총회 회원의 수는 최소 18명(제당산재보험조합) 최대 60
명(남부독일금속산재보험조합, 정밀기계/전자 산재보험조합, 소매업 산
재보험조합, 사무직산재보험조합 등)을 두고 있다.43) 이에 따라 이사와
총회 회원의 수는 35개 조합당 평균 각각 15명, 41명으로 이사의 수보다
는 총회 회원의 수가 2배 이상 많다.
넷째, 사무직은 보험료의 산출 및 징수, 의사 및 의학전문가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조합당 평균 451명을 두고 있다. 의사 및 의
학전문가는 35개 산재보험조합에 총 70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647명이 8개 건설업산재보험조합에 집중되어 있고44) 이는 건설업 산재
보험조합이 의사 및 의학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암시한다.
다섯째, 기술감독업무는 산재예방과 관련한 조합의 규정 준수를 회원
기업으로부터 확인하는 업무로서 감독직, 외근직, 기술직 등으로 나누어
43) 각 산재보험조합 총회 회원의 수는 최대 6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44) 그 외 해양업산재보험조합(See-BG)에서 의사 및 의학전문가를 45명, 채석업 산
재보험조합이 7명, 남부독일금속산재보험조합이 7명을 두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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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데 이들의 조합당 합계 평균은 약 125명이다.
여섯째, 일부 산재보험조합의 경우(광업조합, 세라믹/유리조합, 기계
금속조합, 정밀기계/전자조합) 조합이 필요에 의해 의료원 및 개호서비
스회사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근무자 수는 총 2,193명이다
(그 중 1,409명이 광업산재보험조합 소속이다).45)
일곱째, 35개 조합에 소속된 기업의 수는 총 300만 개가 넘고, 조합당
평균 회원 회사수는 87,101개이다.
여덟째, 35개 조합의 이사, 사무직, 기술감독직 그리고 지사직을 합하
면 모두 22,882명으로 조합당 평균 654명 수준이다.
<표 2-5>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인력구성(2000)
(단위 : 명)
업종분류
회원
지사 자회사 이사 회원 사무직 기술감독 자사직
(산재보험조합수)
기업수
광업 (1)
4
채석 (2)
6
가스/수도 (1)
3
철금속 (5)
16
기계/전자 (1)
6
화학 (1)
7
벌목 (1)
6
제지/인쇄 (2)
6
직물/피혁 (2)
2
식품/기호품 (3)
6
건설 (8)
11
유통/금융 (3)
23
운수 (4)
16
보건서비스 (1)
11
전 체
123
조합당 평균값 3.5

5
3
2
1
1
12
0.3

18
40
653
28
72
422
10
32
102
74 220 2,154
20
60
680
18
40
544
18
54
407
20
58
312
34
88
288
44 102
898
116 306 4,048
46 170 2,964
52 128 1,017
26
60 1,275
524 1,430 15,804
15.0 40.9 451.5

84
295
50
962
235
236
178
109
159
295
867
622
227
142
4,361
124.6

1,409
259
16,107
6,013
608
141,377
8
99,132
57
12,872
57,704
45,511
86,345
420,845
27
469,296
- 1,038,959
177,195
476,417
2,193 3,048,532
62.7
87,101

자료 : HVBG(2001), Geschaeft－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
fsgenossenschaften, pp. 60∼61.
45) 자회사가 없는 정밀기계/전자산재보험조합에 자회사직이 있는 이유와 자회사가
있는 내륙수송운수산재보험조합에 자회사직이 없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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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조직과 운영방식46)
독일 산재보험조합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재정, 인사, 경영 등을 자
치적으로 운영하되 공법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책임을 담당한다.
개별 산재보험조합은 ‘산재보험조합 대표자회의’와 ‘경영이사회’, 그리
고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즉 사업주측을 대표하
는 사업주 대표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여 산재보
험조합의 주요 결정사항을 의결하는 대표자회의, 이 대표자회의를 보좌
하며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경영이사회, 그리고 이들 회의에서 결
정된 주요 경영사항들을 집행․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 구분된다.
가) 대표자회의(Mitgliederversamlung)
대표자회의란 산재보험조합의 주요 결정사항을 의결하는 회의로, 보
험료를 납부하며 사업주측을 대표하는 사업주 대표와 법적 피보험자이

<참고> 화학부문 대표자회의
사업주 대표와 근로자 대표는 각각 사회보험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선
출된 대표들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한다. 총회는 정관, 산재예방 규정 등을
결정하고 연간예산의 확정 및 연말회계의 정산을 하며 또한 산재보험조합
관리책임자를 선출한다. 대의원총회는 이사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
도 가지고 있다.
가령 독일 화학부문 산재보험조합47)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독일 전역
에서 약 11,000명이며, 근로자는 약 1,100,000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각 22명씩의 대표를 선출하며 이러한 대표 44명으로 화학부문 산재보험조
합 대의원총회를 구성한다. 대의원총회 부설로는 이의신고소가 있으며, 위
원회로서는 정관위원회, 재정위원회, 산재예방위원회 및 교육홍보위원회가
있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화학부문 산재보험조합 총책임자를 선출하며, 9명의
근로자측 이사들과 9명의 사업주측 이사들을 각각 선출한다. 이사회 산하
에 총무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산재예방위원회 및 건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마다 연금위원회를 두고 있다.

46) 근로복지공단(1996),『산재보험급여 및 관련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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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산재보험과 노동운동 -우리나라와 독일의 비교를 통하여- , p.59-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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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동수로 구성된다.
각 산재보험조합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자회의의 대표들
은 최대 60명까지로 구성된다. 대표자들을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매 6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되, 투표방식은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비밀투표이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 후보
를 선출하고 다른 일반 근로자들은 대개 그들을 대표하는 후보를 노동
조합이나 근로자협회의 추천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업주를 대표하는 후보는 사업주협회의 추천을 받는다. 모든 보험가
입 이해 당사자들은 만 16세 이상이면 투표할 권리가 있고 노사간의 이
해집단에서 추천한 인원이 대표자회의의 의석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로 임명된다.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들은 명예직이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
는다. 대표자회의에서는 한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한 명의
사업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매 1년 6개월마다 의장으로 교대 선출된
다. 대표자회의는 매년 2회 통상적으로 개최된다.
나) 경영이사회
경영이사회란 대표자회의를 보좌하며,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집
단이다. 이사회의 사업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각각 대의원총회의 대표자들로부터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사회는
연간예산 계획의 작성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들을 준비하
고 사무요원의 수급, 충원, 퇴직후의 대책 등에 관한 직무규정 등을 작
성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들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되며
통상 24명까지 이사가 있다. 경영이사회는 대표자회의와 마찬가지로 근
로자를 대표하는 1명의 대표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1명의 대표가 각각
교대로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들도 명예직으로 근무
하며 이사회는 매년 2∼5회 정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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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란 앞서 언급한 대표자회의와 경영이사회에서 결정된 주
요 경영사항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집단이다. 이에는 관리총책임자와 관
리부책임자가 있는데, 총책임자와 부책임자는 경영이사회의 추천에 의
해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다.
직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지 않으며, 종신 고용직으
로 선출되고, 전임직으로 근무하며 산재보험의 관리와 경영에 대한 운
영책임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총책임자와 부책임자는 규정대로 보험
수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들이 보험사업에 필요한 보험
료를 납부기간 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업종별 산재보험조합의 조직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건설업산재보험조합의 조직 사례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산재보험조합의 조직도(예 : 건설업부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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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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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하기관
35개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들은 공동의 이익보호와 원활한 업무수
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산하조직을 두고 있다.
-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
ufsgenossenschaften : HVBG)
- 산재보험조합 지역협의회(Landesverbandkonferenz)
- 산재보험조합 사무총장협의회(Hauptgeschaeftfuehrerkonfernz)
- 산재병원협회(Vereinigung Berufgenossenschaftlicher Kliniken :
VBGK)
- 전문위원회(Die Fachausschuesse)
가)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Der Hauptverband der GB: HVBG)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1887년 설립)는 35개 산재보험조합의 공
통된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서비스조직이다. 산재보
험조합협회는 최고의결기구인 회원총회(Mitgliederversammlung), 회원
의 대리인인 이사회(Vorstand), 집행기구의 수장인 사무총장(Hauptges
chaeftfuehrer)으로 구분한다. 회원총회와 이사회는 각 산재보험조합의
내부조직과 마찬가지로 노사간 평등한 자치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으로 구성된다. 협회의 업무는 크게 산재예방업무와 기타업무로
구분된다. 그만큼 협회에서 산재예방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협회
산하기관으로 산재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별된다.48)
- BIA(직장안전기구)49)
48) HVBG(2001), Jahresbericht 2000, pp. 18∼20.
49) BIA는 산재보험중앙회의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위험물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산재사고 및 직업병의 축소를 위해 BIA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개발 및 조사를 포함한 각종 연구; 제품, 원료, 품질관리체계 등의 심사
․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자문; 각종 관련 규정 제․개정에의 참여－
전문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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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AG(근로건강기구, 드레스덴 소재)50)
- BGZ(안전건강센터)51)
- BGFA(산업의학연구소, 보쿰 소재)52)
협회의 기타업무로는 의학적/직업적 재활 연구, 직장안전에 대한 검
사, 산업안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리, 산재보험조합원에 대한 교육훈
련, 산재보험조합에 대한 각종 자문, 정부에 대한 법령개정 자문 및 제
안, 산재예방규정의 제/개정, 국제적 교류, 기타 협회관리업무 등이 있
다.
나) 산재보험조합 지역협의회(Die Landesverbaendskonferenz)53)
35개 산재보험조합들은 위치한 소재지와 필요성에 따라 6개의 지역
협의회 중 몇몇 군데에 가입을 한다. 지역협의회에는 농업부문 산재보
험조합과 공공부문 산재보험기구들도 가입한다.
이들 지역협의회들은 주로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또
한 행사개최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수준에서 산재보험조합의 활동
을 지원한다. 지역협의회는 전문적인 사전조사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활
50) BGAG는 산재보험조합과 관련하여 교육학, 산업의학, 자연과학 및 공학, 심리
학과 사회과학, 예방경제학, 법률학 등 정책적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소이다.
51) BGZ는 예방업무를 취급하는데, 75년 이상에 걸친 경험을 토대로 안전건강센터
는 산재보험조합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예방업무를 조정하고 촉진한다. 즉 안
전건강센터는 산재보험조합을 위한 지식을 결집하고 방법과 모델을 개발하는
데 이 조직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력활동; 국내/유럽/국제적으로 산재보험조합의
이익을 대변
․사회정책 및 전문적인 영역에서 근로보호의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
․전문위원회 및 근로의사의 관리－산재보험조합 예방활동의 대외홍보 지원
․산재보험조합의 심사 및 인증제도(BG-PRUEFZERT) 추진
52) BGFA는 보쿰 대학교 소속 연구소로 산업의학, 알레르기 연구, 세포생물학 연
구 등을 수행하고 이를 호흡기관련 진단과 처방, 폐기능의 개발 및 강화, 폐기
능 훼손물질 연구, 직업성 알레르기 진단법 개발, 작업물질 중 발암물질 연구,
Enzympolimorphismen의 조사와 생물학적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53) www.b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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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화를 위한 업무와 더불어 산업의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을 해당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지역협의회는 산재관리의사
신청, 산재치료를 위한 병원의 인가, 산재보험조합을 위해 일하는 의사
에 대한 훈련, 직장안전과 재활을 위한 사업단체(노사협동체)에서의 산
재보험조합 대변업무 등을 수행한다.
다) 산재보험조합 사무총장협의회(Hauptgeschaeftfuehrerkonfernz)
35개 산재보험조합의 사무총장과 산재보험조합 협회(HVBG)의 사무
총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기구이다. 동 협의회는 산재보험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문제, 치료방식, 취업도우미, 직업교육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분야별 협의를 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라) 산재보험조합병원협회(Vereinigung Berufsgenossenschaftlicher
Kliniken: VBGK)
동 협회는 산재보험조합이 결성한 9개의 산재병원, 7개의 Sonderstation,
2개의 직업병치료소, 3개의 통원진료소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이들은 산재병원협회(VBGK)를 결성하여 의료관련 경험과 지식을 교환
하고 과학적․조직적․행정기술적 측면에서 상호 지원한다.
1890년 산재병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 현대적 재해의학의 발상지로서
그후 지속적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저명한 의사의 치료와 현대적 의
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산재병원은 오늘날 재해의학분야를 주도한다.
산재병원은 여러 가지 복잡한 치료분야를 전문화하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골절분야로서 골절치료에 대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하고 있다. 또한 신경정신과와 척수치료, 중화상치료 등에 대해
전문화되어 있다.
마) 전문위원회
산재보험조합들이 결성한 각종 전문위원회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새
로운 혁신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영역으로 구분된
32개의 전문위원회는 기술적 전문지식을 산재실무와 결합한다. 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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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기술관련 감독공무원, Sozialpartner의 대표, 근로보호를 위한 정
부부문, 기술적 작업수단의 제조자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의 활동
은 안전건강센터(BGZ)에 의해 조정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으로는 산재보험조합의 산재예방법, 산재보
험조합 운영규정, 국내/유럽/국제 규범, 작업기구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자문, 작업기구의 검사, 전문분야 등이 있다.

4. 지급 현황
가. 산재발생 추이
1960∼2000년까지 지난 40년간 독일의 산업재해 및 급여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표 2-6>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
해는 크게 감소한 반면 직업병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표 2-6>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직업병 추이
1960년

2000년

신고대상 업무상 재해 건수(상시근로
자 1천 명당 건수)

2,750,000(1,100)

1,513,723(40)

신규 현금급여 수급자 수(상시근로자
1천 명당 건수)

95,000(39,000)

30,834(800)

업무상 재해 총 사망자 수(제조/서비
스, 농업, 공공부문)

4,900(3,000, 1700, 200)

1,153(825, 235, 93)

출퇴근 사고 건수(신규 현금급여 수
급자 수)
출퇴근 사고 사망자 수

280,000(190,000)

235,117(8,254)

1,750

820

직업병 신고건수

35,000

81,542

직업병 인정건수

*

15,000

18,689

8,000

5,570

신규 직업병 현금급여 수급자

주 : *는 1979년 자료임.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pp.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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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경우 신고대상 사고건수 및 신규 현금급여 수급자 수
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상시근로자 1천 명당 사고건수는 1,100건
에서 40건으로 90% 이상 감소했으나, 이는 동 기간 동안 독일의 경제성
장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상재해 사망자 수는 4,900명에서 1,153명으로 약 76% 감소했는
데, 업종별로는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부문의
감소율은 낮은 편이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절대 건수의 감소율(16%)보
다는 신규 현금급여 수급자 수의 감소율(96%)과 사망자 수의 감소율
<표 2-7> 직업병 신고 및 인정 건수(2000년)
신고 질환명

건수

인정 질환명

제1순위

피부질환
(Hauterkrankungen)

20,931

제2순위

요추질환
(Lendenwirbesaeule)

3,022

제3순위

난청
피부질환
12,728
(Laermschwerhoerigkeit)
(Hauterkrankungen)

건수

난청
(Laermschwerhoerigkeit)

6,872

석면관련
(Asbestos)

3,259
1,680

석면관련
진폐관련
제4순위 (Durch Asbestos verursachte 7,608
(Quarzstaublungenerkrankung)
Berufskrankheiten)

1,654

호흡기장애
제5순위 (Obstuktive
Atemwegserkrankungen)

1,255

제6순위

연골질환
(Meniskusschaeden)

호흡기장애
6,331 (Obstuktive
Atemwegserkrankungen)
2,425

감염질환
(Infektionskrankheiten)

진폐관련
요추질환
제7순위 (Quarzstaublungenerkran 2,113
(Lendenwirbesaeule）
kung)
제8순위

감염질환
(Infektionskrankheiten)

만성기관지질환
제9순위 (Chronische obstruktive
Bronchitis)

2,111

연골질환
(Meniskusschaeden)

동물에 의한 감염
1,345 (Von Tieren auf Menschen
uebertragbare Krankheiten)

623
367
334
331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p. 22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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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이 훨씬 높다. 이는 차량 안전장치의 발전 및 사고 후 신속한 응
급조치 등으로 손해심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직업병의 경우, 업무중 재해 및 출퇴근 재해와는 달리 점차 상승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 산업의 서비스화, 신종 물질
의 등장 등에 따르는 신종 직업병이 등장 등으로 최근 40년간 크게 증
가한 직업병으로는 피부질환(BK Nr.5101)과 난청(BK Nr.2301), 크게
감소한 직업병으로는 규폐(Silikose, BK Nr.4101)가 있다.
위 <표 2-7>은 2000년도 직업병 신고건수 및 인정건수 중 가장 빈도
가 높은 직업병을 열거한 것이다.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산재사고 형태를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직
업병으로 구분한다(2000년도를 기준으로 독일근로자(Erwerbstaegige)
는 총 38,532,000명임). <표 2-8>에서와 같이 업무상 재해는 1,513,723
명이 신고대상(Meldepflichtige) 산재사고를 당하였고,54) 그 중 1,153명
이 사망사고, 사망사고 중 370명이 교통사고, 783명이 직장사고였다. 출
퇴근 재해는 약 235,117명이 당하고 그 중 사망사고는 820명이었다.
직업병으로 신고된 건수는 81,542건이었고, 그 중 18,689건이 직업병
으로 인정되었다. 직업병과 관련하여 새로 연금을 받게 된 사람 수는
5,570명이었고,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86명이었다.

<표 2-8> 산업재해 발생 현황(2000년)
(단위 : 명)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직업병

신고건수

1,513,723

235,117

18,689

사망건수

1,153

820

1,886

비 고

교통사고 사망자 370
직장사고 사망자 783

-

직업병 신고건수 81,542
직업병(신규) 연금수령자 5,570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54) 신고대상(신고의무가 있는) 산재사고는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산재사고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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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지출
산재보험으로 인한 총지출액55)은 <표 2-9>에서와 같이 23,666,976,784
마르크(약 12조 원)이다. 그 중 보험금 및 연금 등 현금 지급액이
11,065,874,314마르크(약 5.5조 원)이고, 산재예방 및 응급관련 지출액이
1,486,380,770마르크(약 7천억 원)이다. 그 나머지는 병원으로 지급된 의
료재활비용인 요양급여와 직업재활급여(약 5.8조 원)이다.

<표 2-9> 산재보험 급여지출 현황(2000년)
(단위 : 1,000 마르크)
예방 및 응급조치 재활(요양급여 포함) 현금급여(연금 등)
금액
(%)

1,486,381
(6.3)

11,114,722
(47.0)

11,065,874
(46.7)

전 체
23,666,977
(100.0)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다. 부문별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운영자별 업무상 재해(Arbeitsunfaelle)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0>에서와 같이 업무상 재해자 수, 신규 현금급여(보험금, 연금 등),
사망자 수의 측면에서 산업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0> 산재보험의 부문별 업무상 재해 현황(2000년)

산업부문
농업부문
공공부문
전 체

신고대상 업무상 재해
1,144,262
133,434
236,027
1,513,727

신규 현금급여
22,678
5,931
2,225
30.834

(단위 : 명)
사망자 수
825
235
93
1,153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p. 17.
55)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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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산재보험 업종별 사고빈도(2000년)
업 종 분 류
광업(Bergbau)
채석(Steine & Erden)
가스/수도(Gas & Wasser)
철금속(Eisen und Metall)
정밀기계/전자(Feinmechanik & Elektrotechnik)
화학(Chemie)
벌목(Holz)
제지/인쇄(Papier und Druck)
직물의류/피혁(Textil und Leder)
식품/기호품(Nahrungs- und Genussmittel)
건설(Bau)
유통/금융(Handel und Verwaltung)
운수(Verkehr)
보건서비스(Gesundheitsdienst)
산업부문 평균
농업부문 평균
공공부문 평균

(단위 : 명)
사고건수
33
62
27
55
21
21
83
28
29
56
90
22
50
16
40
65
48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p. 17.

독일의 산업부문은 <표 2-11>에서와 같이 광업, 채석업 등 14개 세
부업종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농업부문과 공공부문과 비교
하여 재해율을 살펴보면(상시근로자(Vollarbeiter) 1,000명당 업무상 재
해 건수는) 다음과 같이 세부업종별로 상이하다.
먼저 상시근로자 1,000명당 산재사고건수는 제조/서비업부문이 40명
(4%)이고, 농업부문이 65명(6.5%), 공공부문이 48명(4.8%)이다. 농업부
문의 산재빈도가 가장 높고, 공공부문과 제조/서비스업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산업부문을 세부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그 차이가 상당
하다. 즉 건설업(90명, 9%), 벌목업(83, 8.3%), 채석업(62, 6.2%), 식품/
기호품(56, 5.6%), 금속(55명, 5.5%), 운수업(50명, 5%) 등이 산업부문
평균인 40명(또는 4%)을 넘고 있다. 반대로 보건업(16명, 1.6%), 유통/
사무/금융업(22명, 2.2%) 등은 가장 낮은 사고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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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문별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 역시 <표 2-12>에서와 같이 산재적용대상자가 가장 많
은 제조/서비스 부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신고대상 출
퇴근사고는 17만 명이 넘고, 신규 현금급여자는 약 7천명, 사망자 수는
722명이다.
<표 2-12> 산재보험의 부문별 출퇴근 재해 현황(2000년)
구분

신고대상 출퇴근 사고

신규 현금급여

사망자 수

산업부문

177,347

6,929

722

농업부문

3,785

172

26

공공부문

53,985

1,153

72

235,117

8,254

820

합 계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p. 19.

마. 부문별 직업병 발생
독일의 산재보험조합 부문별 직업병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3>에
서 같이 산업부문이 농업부문이나 공공부문과 비교하여 직업병 신고건
수, 인정건수, 신규 현금급여, 사망자 수 등이 절대적으로 많고, 또한 신
고건수 및 인정건수 대비 사망자의 비율도 가장 높다.
<표 2-13> 산재보험의 부문별 직업병 현황(2000년)
(단위 : 명)
직업병 신고건수 직업병 인정건수 신규 현금급여 사망자 수
산업부문

71,172

16,414

4,901

1,785

농업부문
공공부문

3,598

693

267

50

6,772

1,582

402

51

전 체

81,542

18,689

5,570

1,886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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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문별 비용지출
<표 2-14>와 같이 산재보험조합별 비용지출에 관한 합계로 보았을
때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가 직업병의 약 5배 수준으로 지출이 많
다. 부문별로는 제조/서비스부문이 전체의 80%를 넘고 있다. 업무상 재
해 및 출퇴근 재해, 직업병에 대한 수치는 각각 예방비용, 재활비용(의
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현금지급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한편 산
재보험 총지출은 여기에 산재보험 운영자의 운영비 및 기타 준비금 등
을 합한 것이다.

<표 2-14> 산재보험의 부문별 비용지출 현황(2000년)
(단위 : 1,000 마르크)
산재사고 및 출퇴근 재해

직업병

산재보험 총지출

산업부문

12,982,455

2,773,495

19,618,735

농업부문

1,476,533

47,116

1,901,783

공공부문

1,612,181

42,712

2,146,458

전 체

16,071,169

2,863,323

23,666,976

자료 :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2001),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p. 24.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

산재보험 급여는 ① 재활단계의 급여와 ② 재활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로 구분된다(제26조 제1항). 재활단계의 급여란 산업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를 제거 또는 완화
하여 사회와 직장에 재편입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모든 조치를 의미
한다. 재활단계의 급여는 의료재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직업재활급여,
개호급여,56) 사회재활 및 기타 보험급여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제
56) 개호료 :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로 일상생활의 활동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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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제2항).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은 단계별로 진행되기도 하
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동시에 중복적으로 진행될 수 도 있다. 휴업급여,
전환급여(직업재활급여), 연금 등 모든 현금급여는 1992년 법개정 이후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상승률에 따라 완전자동슬라이드방식으로 재조
정하고 있다.

1. 요양급여
가. 특 성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능한 적
절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급여의 제한 없이 산재보험조합이 요
양급여(Heibehandlung)를 전액 부담한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서 응급처치요원이나 비상대기 의사가 응급조치를 한 후, 군․경․소방
대, 개인이 운영하는 수송회사, 병원에 연락하여 구급차 또는 헬리콥터
로 이송하는데 이에 대한 경비는 산재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한 산
재보험은 1일 이상의 모든 재해에 대하여 의약품, 물리치료, 그리고 보
조도구의 구입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 대신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의사 및 병원 선택권이 없고, 비지정
의사 및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단, 경미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의 이용이 허용된다.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발생일로부
터 지급이 시작되며, 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 완치되거나 그 상태가
정지되어 더 이상의 악화와 호전이 없게 될 때까지 지급된다(제27∼34
조).
인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
는 재가개호(Hauspflege)와 시설개호(Anstaltspflege)로 구분된다. 현물적 성격
의 개호급여 대신 신체장해로 인한 개호 필요성의 정도에 다라 개호보조금
(Pflegegeld)이 지급될 수 있으며 1995년의 경우 그 비용은 1인당 527∼2,106
DM까지로 책정되었다(SGBⅦ §44). 특별한 경우 상한선 이상의 개호보조금 지
급도 허용되며 개호보조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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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제27조 제1항)는 응급조치(Erstversorgung), 의사의 진
료(ärztliche Behandlung), 치과의사의 진료관련 및 보철기구(zahnärzliche
Behandlung), 의약품, 붕대, 보조구 등(Versorgung mit Arznel-, Verband-,
Heil und Hilfsmittel), 재가개호(häusliche Krankenpflege),57) 병원 및 재활
시설에서의 진료․치료․처치(Behandlung in Krankeuhdänsern und
Rehabilitationseinrichtungen), 의료재활 관련 급여(leistungen zur
medizischen Rehabitation)로 구분된다.

2. 휴업급여
가. 특 성
독일은 노동법에 의해 재해발생 이후 처음 6주간은 사업주가 임금 전
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의 임금지불의무가 없어지는 7주째부터 산재보험
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산재사고 이후에도 기존의 고용계약관계는
유지되나, 다만 임금급여만 사고 후 6주까지 지급한다.
휴업급여(Verletztengeld; 부상급여)58)는 요양으로 인한 소득상실부
문에 대한 보충적 차원에서 지급된다. 즉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
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현금적 성격의 급여인 휴업급
여가 지급된다(제45조). 휴업급여는 임금대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제47조 제1
57)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산재보험의 의료재활기간 중
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하나에 해당되면 집에서 간호인에 의한 간병(재가
개호 häusliche Krankenpflege)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재보
험에서 부담한다(SGBⅦ §32);ⅰ) 입원 치료를 원하였으나 병원 시설이 여의치
못한 경우, ⅱ) 당사자의 재가개호를 통하여 병원 치료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
는 경우, ⅲ) 재가개호를 통하여 입원치료보다 병상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58) 윤조덕(1998),『산재보험 요양 및 보상체계의 선진화 방안(Ⅰ)』, 한국노동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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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임시직근로자나 1주일에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
주의 임금지불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산재발생시점부터 산재
보험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는 동일한 사유로 인해 지
급되는 타 사회보장급여와 병급할 수 없다.
산재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질병이 재발한 경우 재발시점부터 다시 휴
업급여가 지급된다(제48조). 이에 관해서는 제45∼47조가 적용된다. 휴
업급여 업무는 산재보험조합에서 건강보험에 지급 업무를 위탁하여 해
당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후에 산재보험조합과 건강보험조합간에
정산하여 산재보험조합에서 건강보험으로 정산된 금액을 지급한다. 휴
업급여는 관련자료를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받지만, 건강보험조합에
서도 받아 갈 수 있다.
휴업급여나 전환급여는 건강보험조합이 산재보험조합 대신 지불(대
행)하고59) 건강보험조합에서는 휴업급여 중에서 사회보장기금을 공제
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면 산재보험과 사후정산하고 있다. 이
는 건강보험조합이 개인별 소득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나. 지급수준
근로임금이나 (자영업)근로소득을 획득하던 근로자는 건강보험법(사
회법전 제5권)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휴업급여를 다음과 같
이 1일 단위로 계산한다(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산출된 값에 30을 곱함). 기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영업)근로소득
은 근로불능 또는 의료재활이 시작되기 직전 1년간 소득의 1/360을 기
준으로 한다. 휴업급여는 기준소득(Regelentgeld)의 80%를 지급하되 세
금 등을 공제한 순소득(Nettoarbeitsentgelt)을 초과할 수 없다(제47조
제2항). 즉,
휴업급여 = Min [기준소득의 80%, 순소득]
59) 의료보험사무소들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아
가기가 쉬워서 그렇게 했다(과거에는 환자가 직접 방문하여 받아감) 제도변화
에 대해 현재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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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준소득은 근로임금(regelmaessigen Arbeitsentgelt60))과
(자영업)근로소득(Arbeitseinkommen)을
(Jahrarbeitsverdienst)이고,

합산한

단

연간근로소득

최고연간근로소득한도

(Hoechstjahrarbeitsverdienst)가 상한선이다.61)
기준소득 = Min [연간근로소득, 최고연간근로소득한도]
또한 최고연간소득한도(Jahresarbeitsverdienst-Hoechstgrenzen)는 조
합마다 별도로 결정한다.62) 한편 순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 등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 갹출금에 일시급(보너스)을 공제한 금액이다.
순소득＝총소득－조세－사회보장분담금－일시급(Einmalzahlung)
결론적으로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휴업급여＝Min [ [Min(근로임금＋근로소득, 연간최고소득한도)]×0.8,
순소득]63)

60) Arbeitsentgelt는 취업을 통해 창출된 근로임금이다. 이는 여러 차례 분할지급
되거나 1회 일괄지급하거나 따지지 않는다(법정연금법[SGV IV] 제14조).
Arbeitseinkommen은 자영업을 통해 획득되고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소득을 지칭한다(법정연금법[SGV IV] 제15조).
61) 소득상한은 각 산재보험조합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소득 최고 108,000∼144,000
마르크까지 인정하고 있다.
62) 1994년 1월 1일을 기준하면 35개 조합별 최고연간소득한도는 최저 96,000마르크
부터 최고 144,000마르크까지이다. 즉 세라믹/요업조합, 벌목조합, 피혁조합, 직
물조합 등 4개 조합이 96,000마르크를, 광산조합을 비롯한 27개 조합이 108,000
마르크, 가스/수도조합 등 3개 조합이 120,000마르크, 사무조합이 144,000마르크
를 최고연간소득한도로 삼고 있다.
Mueller, Rolf Dieter & Stanski, Volker(1995), Die Beziehungen zwischen
Krankenversicherung und Unfallversicherung, Schriftenreihe der Zeitschrift
“Wege zur Sozialversicherung”, Asgard-Verlag, Sankt Augustin, pp. 165∼
166 참조.
63)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은 순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54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주요 내용>
제1항
- 상병급여금(Krankengeld)은 정규 근로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합계의 70/100
을 지급한다.
- 근로소득에서 산출한 상병급여금은 제2항에서 산출한 순소득의 90/100을 넘
지 못한다.
- 상병급여금은 1일 단위로 산출하며, 월단위로는 1일 단위의 30을 곱하여 산
출한다.
제2항
- 기준소득은 근로자가 산재사고 직전 급여기간(최소한 4주 동안) 동안 받은
임금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 것이다.
- 정기적으로 주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7로 나누어 1일 단위로 계산한 것이
다.
- 근로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하거나 또는 기준소득으로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
로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고직전 1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소득으
로 간주한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공식을 적용해 보면 휴업급여는
순소득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순소득과 일반
적으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참고 : 휴업급여 산출 예>
①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총소득 3,200유로, 순소득 2,400유로인 경우)
- 1단계 : 기준소득 계산
기준소득 ＝

근로기준 총임금
정규 주중 근로시간
×
임금근로시간
7

유로
＝ 3,200
× 40 ＝ 114.29유로
7
160시간
- 2단계 : 기준소득의 80% 계산

제2장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55

기준소득의 80/100 = 91.43유로
- 3단계 : 순소득 계산
순소득 ＝

2,400 × 40 ＝ 85.71유로
160시간
7

- 4단계 : 기준소득과 순소득 비교
→ 휴업급여 ＝ 85.71유로(<91.43유로)
* 여기서 순소득 2,400유로
= 총임금(3,200) - 초과근로수당 - 일시급 - 조세 - 사회보장갹출금
② 정규직(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총소득 3,000유로, 순소득 2,100유
로의 경우)
- 1단계 : 기준소득 계산

월급
× 3,000 =100유로
30
30
- 2단계 : 기준소득의 80% 계산
1일당 기준소득 =

기준소득 × 0.8 ＝ 80유로
- 3단계 : 순소득 계산
1일당 순소득＝

월순소득 ( 2,100)
＝ 70유로
30

- 4단계 : 기준소득과 순소득 비교
→ 휴업급여 ＝ 70유로(<80유로)
* 여기서 순소득 2,400유로
＝ 총임금(3,200) - 초과근로수당 - 일시급 - 조세 - 사회보장갹출금
③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급여 ＝ 보험금액(전년도 순소득)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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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요건(Voraussetzungen)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제45
조).
첫째, 보험사고의 발생 결과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요양(치료)
처리로 인해 전일제 근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둘째, 근로능력 상실 전 또는 요양(치료) 직전에 근로임금, 근로소득,
(건강보험의)상병급여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부가급여, 전환급여, 생
계비, 단기근로임금, 동절기 기후수당(동절기 상실소득), 실업급여, 모성
수당 등에 대한 청구권이 있었을 때이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
① 직업재활서비스가 요구되고, ② 그 서비스가 근로자의 요양(치료)
과 간접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③ 근로자가 기존의 직업활동으로 복귀할
수 없거나 다른 적당한 직업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요한 이유로
인하여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고, ④ 근로능력 상실 전 또는 요양(치료)
직전에 근로임금, 근로소득, (건강보험의) 상병급여금, 산재보험의 휴업
급여, 부가급여, 전환급여, 생계비, 단기근로임금, 동절기 기후수당(동절
기 상실소득), 실업급여, 모성수당 등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정리하면,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치
료를 받고 있는 동안 임금대체를 위해 지급되고, 산재사고 직전 소득 활
동에 참가하던 자만이 수혜대상이 된다.
라. 지급기간
휴업급여는 근로불능상태가 의학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또는 전일
근무가 곤란한 요양(치료)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지급 개시된다(제46
조 제1항).
휴업급여는 근로불능상태가 해제된 날 또는 전일근무가 곤란한 요양
(치료)행위가 종결된 날, 또는 전환급여(Uebergansgeld)가 지급되기 시
작한 날로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노동능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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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활서비스가 해당되지 않으며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날에 지급정
지된다.
① 요양이 중단되고 근로자가 가능한 다른 직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날, ② 건강보험법(사회법전 제5권)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금급
여가 개시된 날, ③ 근로능력이 상실된지 78주가 경과한 날(단, 입원치
료가 계속 진행중인 경우에는 지급).
즉 휴업급여는 병가를 받는 동안 또는 직업불능상태에서만 지급되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직업에 복귀하
는 것을 선호하고, 휴업급여에 집착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통증을 주
장하려면 전문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되는데 최근에는 전문병원이 생겨
서 통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어서 통증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예>
1. (입원치료를 통해) 원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휴업급여 지급
예) 손을 벤 경우
예) 부상, 수술, 염증이 생긴 경우
2. 원래 일을 다시 할 수 없는 경우(다른 일은 직업재활을 통해 할 수 있는
경우)
→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전환급여 지급
* 이하 3, 4, 5는 보충적인 것이다(직업불능[고령 등] 휴업급여를 제한).
3. 개인적인 이유로 직업재활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업재활교육을 받을 때까지 휴업급여 지급
4. 산재와 무관하게 (다른 질병, 개인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
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일반연금 지급(산재보험에서는 지급 없음)
→ 이와 관련 사항은 연금청에서 결정
5. 산재사고로 인해 어떠한 노동도 전혀 불가능한 경우
→ 78주까지 직업불능에 의한 휴업급여 지급(확정기간)
→ 그 이후 (영구)장해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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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보장기금을 안 내도 되는 325유로 이내의 월급을 받는 경우
에는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해 즉시 산재보험에
서 지급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한 후 또다시 상태
가 악화되어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개시일은
재발병일로 변경된다(제48조). 지급기간 계산시 어느 달이은 말일을 30
일로 보고 기간을 계산한다.
<지급기간 계산 예>
①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

5월 1달

30일(31일이 아니라 30일로 계산)

합 계

46일

②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
1월 15∼30일까지

16일(1월도 30일까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

2월 1달

30일(28일이 아니라 30일로 계산)

합

46일

계

3. 직업재활급여
가. 현물급여
직업재활단계에서 지급하는 현물급여64)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
된다(제35조).
-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또는 요청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장해로 인한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포함한 직업준비
64) 직업재활에 관한 기존의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관련규정 중 일부
는 2001년 신설된 재활법(사회법전 제9권)에 흡수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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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응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
규 학교교육
- 불편 없이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보조, 도움 및 이에 필요한 준비
또는 학교교육 시작 전에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을 발전․개발시키
기 위한 지원
- 장해인 전용 공장(사업장)에서의 직업훈련
나. 현금급여(전환급여)
1) 지급조건
전환급여는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직업재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법적 근
거는 다음과 같다.
- 재활법(사회법전 제9권) 제45조 제2항 제1절
- 산재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제49, 50, 51, 52조.
2) 지급수준
재활법(사회법전 제9권) 제46∼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환급여의
금액을 결정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에 대
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0조). 전환급여는 앞서 설명한 휴업급여 산출방
식과 유사하나, 다만 기준소득 산출기간이 다르고, 가족관계에 따라 기
준소득의 68% 내지 75%를 곱하여 산출한다는 점이 휴업급여와 다르
다.65) 즉 기준소득 산출기간은 최소 4주 이상으로 하고, 당년도 1월 1일
부터 직업재활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능력을 상실하기 직전 월까지의 기
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02년 9월 1일 직업재활훈련이 시작되고, 산재사고로 근
로능력을 상실한 기간이 2002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면, 기준소
득 산출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만약 당년도에
이에 해당하는 기준소득 산출기간이 없다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
65) 이는 종전 80%, 70%를 적용하던 데에 비하면 다소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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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그전 3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재활법 제47조 제1
항). 이상과 같이 기준소득 산출기간을 정한 다음에는,
가) 정기적인 근로임금 및 근로소득의 합계인 총소득의 80/100과(재
활법 제46조 제1항), 동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순소득 중 적은 금액을 기
준소득으로 계산하고,
나) 소득세법 제32조 제1, 3, 4, 5항의 규정에 따라 자녀가 1명 이상
있거나 배우자나 동거인이 직업활동을 포기하고 근로자를 개호하면서
동일 주택에 거주하고 개호보험에 의한 개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75/100을 지급하고(재활법 제46조 제1항 제1절), 나머지 경우
에는 68/100을 지급한다(동 제2절).
한편 ① 동법 제46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산출한 기준소득이 매우
낮거나, ② 해당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없었거나, ③ 산출기초기간이 3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에 기준소득은 직업재활이 시작된 달 전월의
법정소득(tariflichen Regelung) 또는 근로자가 거주하거나 통상적으로
근무한 지역의 통상임금의 65%를 적용한다(재활법 제48조).
3) 지급기간
의료재활이 끝난 후 또는 근로생활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이 요구된
후부터 사회법전 제3권 제121조 제4항에서 규정한 근로가능추정시점
(Zumutbarkeit)까지 전환급여는 지급된다(재활법 제51조 제1항, 제2항).
한편 직업재활보조를 받고 있는 도중, 장해가 악화되어 재활교육에 더
이상 참여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활교육에 참여하는 동안만 전환
급여가 계속 지급되고 이 기간은 최대 6주이다(동 제3항).
직업재활훈련이 끝나고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전환급여는 추가지급될 수 있다. 단 실업급여를 이 기간 동안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동 제4항). 전환급여는 1년에 한 번씩 재조정하고, 연
방고용사회부는 추후 12개월 동안 적용될 조정요인을 매년 6월 30일까
지 공표한다(재활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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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1) 지급조건
장해연금(Renten an Versicherten)은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능력
의 상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수급조건은 산재발생 이후 노동능
력이 최소한 20% 이상 감소하고 장해가 26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제
56조 제1항). 한 번의 산재사고의 결과는 노동능력 상실 수준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에만 고려된다(동 제1항). 즉 재해발생시 근로자가 여
러 부위에 재해를 당하였으나 각각 재해부위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10% 미만인 것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총합산 노동능력
상실정도가 20% 이상이고 장해가 26주 이상 지속되면 장해연금 수급조
건에 해당된다.
예) ‘갑’이란 근로자가 손, 발, 허리, 목에 재해를 입고 치료 종결시 노
동력 상실 정도가 아래와 같을 경우 장해연금을 받기 위한 노동능력 상
실률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손의 노동능력 상실률 : 9%
․ 발의 노동능력 상실률 : 5%
․ 허리의 노동능력 상실률 : 15%
․ 목의 노동능력 상실률 : 12%
→ 장해연금대상 노동능력 상실률＝15%＋12%＝27%,
(※ 10% 미만인 손, 발의 노동력 상실 부분은 고려하지 않음)
2) 지급수준
장해연금은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Die Minderung der Erwerbsfae
higkeit)와 전년도 소득(Der Jahresarbeitsverdienst) 등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첫째,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장해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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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 노동능력의 상실 수준이다.66)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나 학
생의 경우 재해로 인해 활용할 수 없게 된 직업능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결정된다(제56조 제2항). 장해등급이 완전장해의
경우(소득활동능력이 100% 감소) 산재근로자의 연간근로소득(사고발생
전월부터 12개월간 소득67))의 3분의 2가 지급된다(동 제56조 제3항).
만약 근로자가 여러 가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중증장해인 제외)
그 연금의 합계가 본인이 그간 받은 바 있는 연간근로소득액 중 최고금
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제59조). 또한 그 연금들의 합계는 각
산재보험조합이 정한 최고 연간근로소득68)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동
법 제94조 제2항 제1절).
또한 소득활동능력이 50% 이상 상실된 중증장해인(Schwer Verletzen)
으로서 더 이상 취업이 곤란하며 어떠한 다른 연금도 받지 않는 경우
10%의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제57조) 이는 제59조 제1항의 예
외규정에 해당된다.
<장해연금액>
․ 노동능력 100% 상실 : 연간소득의 66.7%
․ 노동능력 75% 상실 : 연간소득의 50.0%
․ 노동능력 50% 상실 : 연간소득의 33.3%
․ 노동능력 25% 상실 : 연간소득의 16.7%
둘째, 장해연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되며(제82조 제1항), 다만 직업병으로 인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고 판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동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날의
66)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장해등
급표를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제시 기준의 역
할만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장해일지라도 그에 따른 피해는 개인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어 장해등급의 판정시 유연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67)『사회법전』, 제7권.
68) 장해연금의 소득상한은 각 산재보험조합별 규정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다.
산재보험조합별 소득상한은 1996년에 108,000마르크에서 144,000마르크로 설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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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제84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최저생
활의 보장을 위하여 정액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재해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재해발생 당시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
자 연금의 평균보수월액(Bezugsgrosse)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경우
는 60%, 그리고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40%가 적용된다(제85조). 어린이
의 연간근로소득은, 6세 미만의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1/4, 6세 이상 15
세 미만인 경우 1/3이 된다(제86조).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기 직
전 또는 받는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훈련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연간근로소득을 정한다(제90조). 장해연금은 5%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변화하거나 기타 연금액을 정하는 사실
적․법적 근거가 변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다음
달부터 신규액수가 지급된다(동법 제73조).
3) 지급기간
장해연금은 ① 휴업급여의 청구권이 종료되거나 또는 ②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나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동법 제72조). 무기한 연금의 경우 노동능력 감소의 변
화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에 따라 연금지급사유가 해소되는 경
우) 연금지급은 중단된다(제73조 제2항, 제3항). 기한이 있는 연금의 경
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서 연금급여가 종료된다(제73조 제4항).
나. 장해일시금
장해급여는 연금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일시금(Abfindung bei Minderung der Erwerbsfädhigkeit)도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40% 미만이면서 당사자의 노동능
력 상실 정도가 현저하게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노동능력이 회복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된69)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제76조). 장해일시금이 지
69)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연방정부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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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 근로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중증장해인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
청에 의해 연금에 대한 (추가)청구권이 발생한다(제77조).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40% 이상인 경우 당사자의 생활정착 등의 필
요성이 있을 때는 장차 수급받게 될 연금의 10년분을 1년치 연금의 9배
를 곱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제79조). 10년 후에는 다시 완전연
금 수급권을 가지게 된다(제79조). 이때의 전제조건은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현저하게 더 나빠지지 않을 것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제78조 제2항).

5. 간병급여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의 활동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
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근로자
가 산재사고 발생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위해 상당한 도
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손상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고 간병인을 가정에 둘 수 있는 재가간병(Hauspflege)과 적정한
시설에서 숙식제공으로 필요한 도움을(서비스급여방식) 제공할 수 있는
시설간병(Anstaltspflege)으로 구분된다.
간병료는 근로자의 상해의 종류, 건강상태, 필요한 범위 등을 감안하
여 차등지급된다. 현물적 성격의 간병급여 대신 신체장해로 인한 간병
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보조금(Pflegegeld)이 지급될 수 있으며,
1995년의 경우 그 비용은 1인당 527∼2,106마르크까지 책정되었다(제44
조). 특별한 경우 상한선 이상 간병보조금의 지급도 허용되며 간병보조
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변화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의 시중 간병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근로자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해인을 위한 사
업장에서 근로자가 기숙하면 간병료는 근로자가 입원, 기숙하기 시작한
월말까지 계속 지급되고(그 다음달 첫날부터 중단), 퇴원 및 퇴소한 첫

으로 정한다(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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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시 지급된다. 다만 입원․기숙기간 동안 간병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면 간병급여는 부분 또는 전부 계
속 지급될 수 있다.

6. 유족급여
가. 특 성
유족은 배우자, 유자녀, 직계존속(부모) 등이 해당되고, 이들은 근로
자의 사망 후 장의비, 장지까지의 운송에 따르는 제반비용, 유족연금, 보
조금 등의 청구권을 갖는다(제63조 제1항).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수령
하는 배우자연금, 유자녀가 수령하는 자녀연금, 직계존속이 수령하는 부
모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자가 실종한 경우, 실종상황이 사망이 거의 확실시되며 1년 이내
에 생존소식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제63조 제4항). 유족
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날부터 지급되고(제72조 제2항), 수급권자가
사망한 달 말까지 지급된다(제73조 제6항). 유족급여도 연금이 원칙이
며 일시금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녀연금, 배우자연금 등 사망근로
자의 유족은 개인이 처한 각각의 조건에 따른 연금을 받는다(제66조, 제
67조).
유족연금은 모두 합하여 연간근로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만
약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연금과 자녀연금을 연금액수에 비례하여
감액한다(제70조). 유족급여에 있어서 상한선은 절대액에 대한 상한이
아닌 정률제에 의한 소득 상한선으로서 독일의 유족급여의 지급수준을
보면 배우자는 사망자 소득의 30%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있다.
나. 배우자연금
배우자연금(Witwen-, Witwerrente)은 배우자(남자 또는 여자)가 재혼
하지 않는 한 지급받는다(제65조 제1항). 단, 결혼 후 1년 이내에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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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에는, 결혼목적이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이 확인되지 않는 한, 배우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제65조 제6항).
근로자가 사망한 후 첫 3개월간은 근로자의 연간근로소득의 2/3가 배
우자연금으로 지급되며, 그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수급권자의 노동
능력과 연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간근로소득의 30% 또는 40%가 지
급된다.70)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연금 계산에 일정하게 반영된다(제65
조 제3항). 배우자연금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지불되는데, 재혼시점에
서 배우자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고, 새로운 결혼이 해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 한한다(제65조 제5항). 이혼한 근로자의 전 배우자는 근로자
가 사망하기 전에 이전 배우자를 부양했거나 또는 이전 배우자가 법적
으로 피부양청구권이 있었던 경우이다(제66조). 배우자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날부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 부모연금
근로자가 사망전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을 경우 부모연금(Elternrente)
이 지급되며, 양친이 생존하고 있을 경우 사망근로자 소득의 30% (편친
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20%) 가 지급된다. 그리고 연금의 수급권은 조
부모에게도 인정된다(제69조).
부모 양쪽에 지급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
존자는 부모 양쪽에 지급되는 연금을 3개월간 지급받는다(제69조 제5
항). 부모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여 부모가 사
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라. 자녀연금
자녀연금(Waisenrente)은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모
든 자녀에게 지급되며, 양친 사망의 경우 자녀 1인당 사망근로자 연간
70)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45세를 넘어선 경우 및 배우자가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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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30%, 그리고 편친 사망의 경우 20%씩 지급된다(제67조 제2
항). 자녀연금은 18세까지 지급되나, 학교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사회봉사 또는 환경봉사를 하거나 신체․정신적․정서적
장해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고 27세까지 연장
지급된다. 한편 군복무, 사회봉사시설 복무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이 중
단되면 이 기간만큼 자녀연금이 연장 지급된다(제67조 제4항).
마. 배우자보조금과 자녀보조금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산재보험 위험이 아니어
서 유족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② 근로자가 사망 당시
50% 이상의 노동능력이 감소된 경우 근로자의 연간근로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일시보조금(Witwen- Witwer- und Waisenbeihilfe)을 1회에
한하여 지급받는다(제71조).
바. 장의비
장의비(Sterbgeld)는 근로자의 사망시점의 표준소득(Bezugsgrosse)
의 1/7이 유족에게 지급된다(제64조 제1항).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 밖
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장례식장까지의 수송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동조 제2항). 장의비는 장의를 실제로 집행하여 장의비용이
발생하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동조 제3항)

7. 기타급여
기타급여로서 사회재활단계의 급여는 현물급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급여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해인을 위한 차량의 특수시설, 설비(Kraftfahrzeughilfe)로서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인한 장해발생으로 일반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생활 복귀 및 사회재활이 가능하도록 차량특수시설

68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을 장치하고 특수운전면허를 획득하는 것을 지원한다(제40조). 둘째, 가
정생활 속에서의 장해인을 위한 특수 편의시설(Wohnungshilfe)로서 근
로자가 산재사고로 인한 장해발생 후 집에서 주거재활이 가능하도록 특
수시설 설치, 직업생활에 관련된 주거시설물 설치, 이사비용 등을 지원한
다(제41조). 셋째, 가사노동지원(Haushalthilfe-Betriebshilfe und Kin
derbetreuungskosten)으로 근로자가 산재사고 발생 후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참여함으로써 가사노동을 제공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
가사노동을 대신할 수 없으며, 집에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매
월 자녀 1인당 130유로까지 지급한다(재활법 제54조). 그 외 사회교육․
심리적 전문상담비용과 여행경비(Reisekosten :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
활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 여객운임, 여행중 개호비용, 숙박비용, 화
물운임 등)도 지급대상이다(제43조).

제3절 보험급여의 처리절차

1. 개 요
가. 업무의 우선순위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연금(현금급여)보다 재활”, “재활보다 예방”을
강조한다. 예방 이외 재활은 산재보험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급여분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은 의료재
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재활의 첫째 목표
는 산재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능한 한 의료재활이 성공하도
록 적절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됨을 의미한다. 각종 문제점을 추적키
위한 기구와 근로자의 조기 조치에 대한 기능과 수단은 재해예방규정인
「응급조치에 관한 규정」에 제정되어 있다.
재활은 ‘선재활 후보상’체제이다. 따라서 사고 직후 응급처치를 매우

제2장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69

중요시하는데, 기타 여행비용이나 차량수리비용 등도 보상한다. 사회재
활 및 가정생활 및 공동생활을 위한 재활 및 보상에는 차량개조, 심리치
료, 가사보조자 지원, 생계를 위한 현금지급(사회복지법 제7권에 의한
치료중․치료후 지급)이 포함된다. 한편 보험급여와 다른 (공적)연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다른 연금을 조정․감
액한다.71)
과거에는 의료재활이 끝나자마자 직업재활을 시작했었으나, 최근에는
직업재활도우미(B.H.)의 주도로 직업재활을 의료재활과 동시에 하는 경
향이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에 복귀하기가 힘들어지므로
신속한 직업재활이 효과적이며 또한 직업재활을 의료재활과 동시에 진
행하는 경우 의료재활 측면에서도 심리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직
업재활도 의료재활만큼 중요한데, 직업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
양한 지원활동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된다. 직업재활을 받는 근
로자는 사회재활도 받지만, 직업재활을 못 받을 정도로 중환자에게는
사회재활만 제공된다.
나. 직업병 인정절차
1) 직업병과 산재사고의 차이
기본적으로 직업병과 산재사고는 보상절차상 큰 차이는 없다. 즉 사
고(예 : 척추장해)나 질병(예 : 석면)은 각각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
활이 요구된다. 또한 휴업급여(Verletzengeld)는 사고, 직업병에 공통적
으로 지급되고, 고용계약(Arbeitsvertrag)에서 명시된 대로 사고 및 직
업병시에도 계약이 유지된다.
2) 직업병 인정목록
직업병 인정목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연방노동부에는 독립적인 자문
기구가 설치․운영중에 있다. 이 자문기구는 상임기구로서 2개월에 1회
71) 독일에서는 Schmertzensgeld(미국의 pain & suffering, 위자료 성격)가 없다.
결과적으로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실제 손해 이상을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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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회의(교수, 의사, 실무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2002년 현재 무릎질환에 대해 직업병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하여 논의중
에 있다. 동 자문기구는 결정이 나기 전에는 토의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다. 특정 직업 및 직무와의 연관성, 즉 인과관계 판정이 중요한바, 신종
직업병 확인시 소급적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업병목록에 병명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전문가집단)의 사
례조사가 요구되는데, 독일은 물론 전세계의 경우를 통해 조사하여, 특
정직업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최근 등재된 근육압력에 의한 마비, 석면에 의한 폐암 등 두 질병은 자
문기구에서는 인정하자고 주장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
으나, 이번에 법(부록)개정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
였다.
3) 질병발생과 직업병 인정
환자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의사는 산재보험조합에 신고할 의
무가 있다. 그 후 조합은 자문의사(Beratende Artzt)를 배정하여 검토하
게 하고 조합내 기술위원회에 신고한다. 자문의사와 기술위원회에서 검
토한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조합이 직업병 인정 여부를 최종결정하고,
여기에 불복하는(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조합을 연방
사회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직업병 인정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일반
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은 편이다.
4) 직업병 처리절차
가) 의사의 진단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사는 산재보험조합에 신고를 하도록 되
어 있다. 환자가 직업병인지 모르고 이상증상으로 병원에 오게 되면 일
단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의사도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산재
보험조합은 치료내용 확인을 통해 의사가 부당하게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건강보험도 산재보험을 대신하여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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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지 않도록 의사를 통제한다. 즉 건강보험, 의사, 근로자가 신고하
게 되어 산재인정 여부가 확인되고 오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 사업장 특성, 노동특성, 물질특성에 대해 역학조사
직업병의 의혹이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그 소문이 나는 즉시 산재보
험조합 소속 전문의사들이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한다. 신고를 받은 산재
보험조합에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환자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업무의 기인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된다.

2. 요양급여
의료재활은 사고발생 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응급처치,
수송, 치료․요양의 과정을 포함하며 다음 네 가지 원칙에 따른다.
- 1원칙 : 사고발생지점에서의 응급처치
- 2원칙 : 산재근로자의 치료․요양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과 시설을
갖춘 의사 및 병원에 권한 부여
- 3원칙 : 전문병원과 산재보험의 계약의사 및 산재보험 운영기관간의
협력
- 4원칙 : ‘재활을 한 손에’라는 원칙－응급처치에서부터 부상․질병
의 완전회복까지 가능한 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동일인 의사가
책임 담당
가. 응급처치
사업주들이 사업체에서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사항과 근로
자를 적절한 의사나 병원에 즉시 이송하는 사항은 의무규정이다. 산재
보험조합(BG)은 BG Heilverfahrem이란 처치제도를 개발하였는데 이것
은 포괄적인 첫단계 의료처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 제도의 조직구조는 임시조치 과정과 부상정도 분류 과정이 있다.
산재관리의사(Durchgansgarzt)는 재해환자에 대해 등록의사(Panel)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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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치료로 충분한지, 또는 입원 혹은 통원이 필요한지, 특수 치료가
요구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하며 만약 특수 치료가 요구된다면 임시 의
사는 부상 종류와 부상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치
료초기단계라고 칭하며 필요한 조치 후에는 적절한 병원이나 산재보험
조합 직영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산재관리의사는 산재의 경우 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전문적인 응
급치료를 해야 하며, 부상의 성격이나 정도에 따라 계속해서 자신이 직
접 부상자를 치료할 것인지, 일반 보험회사의 의사 또는 주치의 등에게
보낼 것인지, 전문치료를 요하는 경우 전문병원으로 보낼 것인지를 판
단한다. 부상자를 치료하게 함과 동시에 산재관리의사 보고서와 두부부
상, 무릎부상, 중대화상, 전류에 의한 사고의 경우 추가보고서를 거친
후, 산재보험조합에 다시 그들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다.
산재보험조합은 이러한 산재관리의사 제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산재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아닌 외래환자 관리를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앰뷸런스 등 응급의사에게 연결되며, 산재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그 의사
는 산재관리의사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산재관리의사는 환자를 확
인한 후 자신의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 중대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전문병원으로 가서 치료해야 하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주변 일반병원․의사에게 치료받아도 관계가 없다.
나. 산재인정
직업병과 달리 산재사고는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복잡하지 않
고 이에 따른 분쟁이 많지 않은 편이다. 즉 산재사고는 입증하기가 직업
병보다 용이하여 산재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산재근로자와 산재보험조
합간 갈등문제가 적다. 출퇴근 재해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라 불경기가 올 때
마다 사업주들이 적용폐지를 주장해 왔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
든 처리업무는 산재보험조합에서 담당하므로 사업주가 개입할 여지는

제2장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73

거의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고보고서(Unfallanzeige)를 산
재보험조합에 제출해야 되며, 근로자는 산재관리의사로부터 진료를 받
고 의사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산재보험조합은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아주 드물게 사업주
의 의견과 근로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진술을
토대로 확인하여 산재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근로자는 사업주가
아닌 산재보험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의 고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산재보험조합이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한다.
개별 산재보험조합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고 후 사고경감의무가 부여되
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사고예방규정에 명기되
어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
이 전화로 즉시 산재보험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산재보험조합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산재사고에 대한 조합별 책임문제는 사고 후 14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요양(치료)
모든 치료과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산재보험조합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의료적 처치는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재발
또는 악화되었을 때도 인정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 의료 및 치과치료
- 의약과 처치(dressing)
- 치료수단(물리치료, 행동언어치료, 직업적 치료 등)
- 보철구와 그 외 보조
- 강장제와 작업치료
- 간호, 간병
이와 관련하여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과 및 치과진료, 투약과 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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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치료(운동요법,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 보철물(의치 또는 의족 등), 정형외과술 등
- 기능검사와 작업치료, 각종 간호 등
긴급 후송을 위해 응급차와 응급헬리콥터(1회 사용료 평균 1만 5천
유로, 약 1,800만 원)의 연계망을 활용하고, 치료․요양기간 동안 직업재
활도우미를 통하여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산재전문병원은 일반
(비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조합에서 지급 확약을 받고 환자를
치료한다. 환자들이 오면 병원장은 환자의 서류(병력, 치료경력 등)를
검토하고, 치료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직업전환을 위한 직업재
활도우미 및 노동청과 연계하여 퇴원 후 직장복귀가 가능하도록 한다.
산재전문병원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재해와 질병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는 치료절차를 지정하고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선 (특별)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문서를 통해 산재보험조합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한 후 추후에 문서로 보완 및
제출하게 된다.
라. 산재보험 진료수가와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건강보험수가와 산재보험수가는 보험운영자와 병원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수가가 외관상 다소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내용과 수준이 건강보험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데 기
인한다.
1) 진료비 청구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 공공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 등과 독일 의사협회가 체결된 협약서 제64조 및 제65
조에는 진료비청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제34조 제3항). 이에 따르
면 산재보험조합에 대해 의사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재근
로자의 신상정보, 사고일자, 고용관계(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학생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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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학교 정보 등), 진료일시, 진료내용코드(수가표에 명기된), 진료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진료비의 사전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이유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조합
은 의사의 청구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진료비는 청구일로부터 늦어도 4
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인해 4주 이내 지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치료는 각각 상해 및 질병 형태별로 사전에
표준화된 포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산재관리의사(Durchgangartz)가
관련 정보 보유). 다만 비정상적인 고액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조합 내 전문행정직원이 사후검사를 통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조정․
감액한다.

3. 직업재활급여
가. 직업재활의 목표와 원칙
직업재활은 의료재활 후 일정한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기존 직
장․직업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직장 및 직업을 얻도록 하여 근로활동
(Arbeitsleben)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행위이다. 한
편 전환급여는 산재근로자가 다른 업종에 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 동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Weiterbildung 또는 Umschulung 경우에 지
급). 즉 직업재활은 의료재활 후 장해로 인하여
첫째, 기존의 직장 및 직무로 복귀는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훈련 및 작
업환경조정 등이 요구되는 경우,
둘째, 기존 직장 및 직무로 복귀가 불가능하여 다른 직장 및 다른 직
업을 소개/알선해야 하는 경우,
셋째, 새로운 직장 및 직업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수행에 요구되
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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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직업재활이 추구하는 목표는 ① 근로상의 장해요인을 조
정하고, ② 근로시장에서 근로자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며, ③ 근로자를
근로시장에서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장해인
의 전직훈련 등 직업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특수교육기관에서의
수용교육을 받게 될 경우 숙식비와 간호비의 보조는 물론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해인 고용기업체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된다. 직업재
활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승인되며, 최고 2년
까지 지급된다. 직업재활급여의 대상은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에
종사하지 않았던 학생도 포함된다(제35∼38조). 기본적으로 직업재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 같은 업종의 다른 업무로 보내도록 한다.72)
- 그 업종에 대해 보유한 지식을 활용하여 기여한다.
나. 직업재활의 절차
직업재활은 사업주의 사고보고(Unfallanzeige), 산재관리의사(D-Arzt)
의 보고서, 근로자의 요구, 집단면담(Sammelbesuchsverfahren) 등에 의
해 산재근로자의 정보를 입수한 직업재활도우미에 의해 주도적으로 실
시한다. 직업재활은 근로자의 사고 정도 및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
른 방식과 절차로 진행된다.
1) 원래의 직장 또는 직무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Erhaltung des bisherigen
Arbeitsplatzes)
가) 복귀가능성 실험(Belastungserprobung) : 산재관리의사(D-Arzt)
의 시험 결정
→ 의사/근로자/사업주/직업재활도우미의 협의하에 실험 개시일
과 기간 결정
72) 의료재활이 마무리된 후 장해가 없어서 기존 직장 또는 다른 직장의 같은 직무
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업재활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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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에 의한 정기적인 측정73)(근육의 수용능력, 운동능력
회복상태, 사고충격 극복상태 등 측정)
→ 직업재활도우미의 경과상황 점검74)
→ 보충적 급여(전환급여) 제공
나) 근무환경의 기술적 조정(Technische Aenderung des Arbeitsplatzes)
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재발하여 추가 치료를 하는 경우 임금
을 산재보험조합에서 대납
라) 동일 회사의 다른 직종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
조금 지급
2) 다른 직장 또는 직무로 변경하는 경우(Erlangung eines Arbeitsplatz)
가)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 지급(Eingliderungszuschuesse an
Arbeitgeber)75) : 직업재활도우미와 사업주 및 근로자간 협의
→ 새 직업이 근로자에게 적합한지 확인
→ 재취업의 목표, 수준, 기간, 조건 등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
→ 사업주와 공법상의 고용계약 체결
→ 사업주에게 매월 보조금 지급76)
나) 시험고용(Probebeschaeftigung)77)
다) 급여 부담(Uebernahme entgeltfortzahlung)
라) 장해수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기술적 변경(Behinderungsgerechte
technische Ausstattung des Arbeitsplatzes)
마) 작업장내 단기 적응훈련(Innerbetriebliche Anlernung)
73) 4주 내지 6주 정도로 실시하고 단계별로 시험수준을 높이면서 운동능력을 단계
별로 측정한다.
74) 실제 직무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직무가 가능한지 점검한다.
75)『사회법전』제9권 제34조 제1항 제2절 참조.
76) 정규 임금의 50%를 산재보험조합이 사업주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일반적
으로 1년간(최대 2년간) 지급함. 재취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사전에 고용계약에 포함시킨다.
77) 최대 3개월간, 전일 또는 부분근무방식으로 시험고용한다(『사회법전』제9권
제1항 제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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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재보험조합의 자문(Beratung/Vermittlung durch BG)
사) 지원비용, 여행비용, 이사비용 부담(Bewerbungs- Reise-Umz
ugskostenuebernahme)
아) 이동지원(Mobilitaetshilfen)
※ 고용보조금(재활법 제34조)
직업재활과정에서 산재보험조합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고용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교육훈련비를 교육기간 동안 지급)
- 직장배치에 대한 보조금(급여의 최대 50%까지 최대 1년간 보조금
지급 가능78))
- 작업지원에 대한 보조금
- 시험고용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1년 이내에 배치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배치 보조금은 반환된다(즉, 1
년 이상 고용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함). 단 근로자의 연령으로 인한
법정연금지급이 시작된 경우나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인해 고용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직업적응훈련을 통한 새로운 직장/직업의 알선
이 상황에서는 기존의 직무지식 및 전문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
족한 지식과 능력을 보충하고, 직업능력과 지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가) 향후 지원할 직무분야의 결정79)(의료재활과정에서 직업재활도우
미, 근로자, 사업주, 의사가 공동협의)
나) 사업주와 직업재활도우미간의 배치계획 구성
78) 취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20%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조금 지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2년째 연장시에는 10% 감액).
79) 산재근로자에게 다른 직업을 제공하는 경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수용가능한
직업을 구해 준다(지역 등 감안). 조합이 산재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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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확정(직업재활도우미80))
라)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통제81)(직업재활도우미)
마) 근무지 배치
바) 보충적 지원 실시82)
※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고 많이 사용되
지 않는다.
※ 직업재활관련 법은 사회법전 제9권(제33조)으로 이관되어 모든 사
회보장기구에서 공동 관리한다.
※ 다른 기능(Taetigkeit)에 취업하고자 할 때 교육이 불필요한 경우
전환급여는 없으나 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같은 기능으로 취업하
는 경우 동일 회사 여부는 따지지 않고 기업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들이 과거 많이 있었다.
직업재활도우미가 전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서 의료적 가능성과 가능한 직업에 대해 보고를 한다. 대안이 있는 경우
에는 근교에 있는 교육센터와 연계해서 함께 전환교육을 실시한다. 그
전에 환자가 그러한 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시험을 한다. 즉 적절한
직업 등에 대한 시험기간이 있다.
전환급여 역시 지급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최대 2년간 지급, 3년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임), 지급기간은 교육기간에 따라 산재보험조합이
규정에 의해 결정한다(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산재보험법 제26조
제5항에 명시). 따라서 지급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고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80) 근로자의 연령, 육체적․정신적․심리적 상황, 재능, 성향, 교육수준, 근무잔여
기간, 근무장소, 주택소재지 등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한다.
81) 근로촉진공장, 일반 기업, 전문교육장, 장해인 전용 공장 등에서 실시(사전교육
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2년 내지 3년간 실시)한다.
82) 사회교육 및 사회심리 담당, 숙소․간병․여행비용 부담, 훈련비용․훈련수단
구입비용․작업복 구입비용 부담, 교통수단보조, 주택지원, 주택내부 변경비용,
전환급여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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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교육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전환교
육은 지속교육과는 다르다(기계공이 손을 다쳐서 기계를 더 이상 만질
수 없을 때, 기계기술쪽으로 전업할 때에는 사무직으로 변화하는 것은
기술향상교육으로 이 경우에도 전환급여가 지급됨).

4. 장해급여
휴업급여가 지급 완료된 경우에 장해연금 지급이 시작되고 경우에 따
라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분할
연금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시금이 유리하기
도 함). 장해 정도가 40%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되 평균여명
을 감안하여 금액을 계산한다. 한편 장해 정도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연금 액면금액의 9년치를 지급
한다(기간이자 및 산재보험조합의 위험 등을 감안).
연금지급에서는 사고 직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전환․휴업급
여는 재활의 보충에 속하고 연금에 속하지는 않음), 직전월 소득을 기준
으로 한다. 연금기준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합은 사업주에게 소득관
련자료를 받아 오고, 부상 및 장해수준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황이 개선되어 있으면 연금액을 조정한다(조합의 자문의사들이 함).
예) 골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상당히 좋아지는데, 서면으로 세 명의
전문의를 지명하여 환자가 그 중 한 의사를 선택하여 재검사를 받
으라고 통지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치료를 담당하는 산재관리의사
도 그 중에 포함된다. 한편 연금지급기준과 재활기준은 엄연히 달
라 연금지급 후 장해상태가 개선되어도 재활은 제공되지 않는다.

5. 기타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아 정
상적인 직업재활이 어려운 경우 사회 및 가정 생활에 다시 복귀시켜 가
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을 실시한다.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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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장해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을 고
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데, 여기서 간병은 다시 재가간병과 시설간병으로 구분된다. 현물적 성
격의 간병급여 대신 신체장해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상한과 하한이 설정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 상한선 이상 간병보조금의 지급도 허용이 된다.
그리고 간병보조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산정 기준
독일의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발생일 전월부
터 12개월간의 실제임금 총액이다.
<연간소득총액 계산방식>
* 기본원칙
소득총액은 근로임금과 근로소득의 합계로서 사고발생월 전월을 포함한 전년
도 1개년간을 계산한다.
* 그 기간 중 부분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있으면, 나머지 취업기간의
소득을 취업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실업기간에 적용한다.
(예) 2002년 4월 28일 산재사고 발생
: 연간소득총액 계산기간 →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 해당기간 소득계산
i) 200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A공장 근로임금 = 6,500유로
일요일 초과근무수당 = 100유로
ii) 2001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B공장 근로임금 = 9,700유로
성탄보너스(Weihnachtsgeld) = 950유로
iii)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자영업 근로소득
= 3,600유로
iv) 200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C공장 근로임금 = 3,050유로
→ 연간소득총액 = 23,950유로
<실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간소득총액 계산방식>
: 1년 중 7개월간 취업하고(근로임금 21,000유로) 5개월간 실업한 경우
→ 근로기간 1개월간 근로임금 = 21,000/7 = 3,000유로
→ 3,000×12 = 36,0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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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의 조정
독일의 산재보험에서는 취업자에 대한 하한선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
지 않다83). 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정액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재해당사자의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즉 재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자는 공적연금가입자 표준소득
(Bezugsgrosse)84)의 60%, 15∼18세의 경우에는 40%, 6세 이상 14세 미
만의 경우에는 33%, 6세 미만은 25%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급여 상
한선의 경우 95개 산재보험조합이 상이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으나 대
략 60,000마르크에서 120,000마르크(공적연금 평균보수연액의 2∼4배)
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최고보상한도의 가장 근본적 내용은 일정소득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그 적용확대를 법령상의 방침과
조합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초의 1884년에는 연간소득이 2,000
마르크, 1911년에는 5,000마르크, 1995년에는 144,000마르크 이하의 근
로자로 단계적으로 적용확대 보호함으로써 그 적용보호 소득상한액이
연간 보상할 소득상한의 근거가 됨으로써, 일정금액 이상의 근로자는
적용제외되어 고액 보상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있다.85) 독일
은 1992년 법개정에 따라 휴업급여 및 연금 모두를 전체근로자 평균임
금 상승률에 따라 완전자동슬라이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보험급여 산출 기준 및 슬라이드제도에 있어서 재해 직전 연간
소득기준이 보험급여 산출 기준이 되고, 1911년 산재보험연금에 대하여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슬라이드제도를 실시해 오다가 1960년부터는 연
금의 실제 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 변화에
자동으로 조정되는 슬라이드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83)『사회법전』, 제7권 제3장 참조.
84) 전전년도 법정연금제도의 평균임금(사회법전 제9권 제18조 제1항).
85) 윤조덕(1998), 산재보험 요양 및 보상체계의 선진화 방안(Ⅰ). 한국노동연구원.

제2장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83

3.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만약 산재보험급여가 다른 사회보험급여 등과 중복 될 때 산재보험급
여는 조정되지 않고 우선 지급된다. 그러나 타 사회보험급여인 건강보
험, 연금보험, 법률규정에 의한 복지지원 등에서 조정하여 이중급여지
급, 초과급여지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의 법정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성격상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대상자와 서비스의 차이는 축소되는 추세이다.86) 법정 건강보험은 거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층은 법정건강보
험에서 제외하여 민영보험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위험을 관리하도록 하
는 한편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본인부담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같고,87) 다만
사고 및 질병의 원인을 따지지 않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산
재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전환급여 등의 급여내용은 유사하나 건강보험
에 비하여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즉 건강보험은
치료비용 및 관련 급여가 제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은 제한을 두지 않
는다.
한편 건강보험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있으나 산재보험은 그
사고나 질병이 중대한 경우 산재보험 운영자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
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가벼운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도
의료기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4.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독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Versicherter Personenkreis)는 근로자이
86) Mueller, Rolf Dieter & Stanski, Volker(1995), Die Beziehungen zwischen
Krankenversicherung und Unfallversicherung, Asgard-Verlag, Sankt Augustin.
87) 독일의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이 없으므로 독일에서 산재보험 인정 여부는 그다
지 민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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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주는 보험계약자이다. 독일 산재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산재보
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산재사고관련 모든 재활과 보상에 대한 책임이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한편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도 산재사고 이후 고용법에 근거하여 근로
자의 해고가 가능하고 정부가 이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
면 산재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계약은 고용법(Arbeitsrecht)에 근거
하고,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조합간 관계는 사회법(Sozialrecht)에 기초
하는 등 다른 법률적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조
합은 장해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과정에서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에게 일정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이다.

제5절 권리구제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일반법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사회법전(SGB)
제4권 제4편은 사회보험 운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재보험조합 등 사회보험운영자는 공법상의 조직으로 일정한 조직형
태(총회, 사무국, 이사회 등)를 구축하고 내부운영규정을 보유해야 한다.
동법 제36조 a항은 각 사회보험 운영자별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
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며, 특히 산
재보험에 대해서는 최초연금의 결정,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른 연금수준
의 인상․삭감․회수 등에 대한 결정 그리고 일시금 지급, 상시 보조적
지원(Beihilfen) 및 간병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연금위원회
(Rentenausschuess)가 있다. 동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각 사업주와 근로
자의 대표로 절반씩 구성되고, 위원은 피선거권이 있는 조직회원자격을
충족시키는 자로 제한한다. 연금위원회 위원은 산재보험조합 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6년이다(사회법전 제4권 제58조 및 Bau-Berufsgenos
senschaft Hannover 정관 제12조 a항 참조).
이에 따라 산재보험 운영자인 각 산재보험조합들은 연금위원회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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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연금위원회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연금위원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산재근로자들의 연금을 결정하므로
문제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약 연금위원회에서도 산재근로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
에는 산재보험조합을 상대로 사회법원(Sozialgericht)에 소송할 수 있다.
사회법원은 사회법원, 주사회법원, 연방사회법원 등 3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5> 건설업 산재보험조합의 소송건수(2000년)
소송(지방사회법원)
항고(주사회법원) 상고(연방사회법원)
불승인(기각)
급여관련 회원/갹출 급여관련 회원/갹출 급여관련 회원/갹출 급여관련 회원/갹출
전년도 미결(전년 이월) 1,022(506)
당년도 발생
856(378)

192
96

190(92)
185(66)

11
11

0(0)
0(0)

0
0

0(0)
21(8)

0
1

288

375(158)

22

0(0)

0

21(8)

1

1
24
42

1(1)
55(31)
4(0)

0
4
3

0(0)
0(0)
0(0)

0
0
0

0(0)
5(2)
0(0)

0
0
0

3
2

4(0)
0(0)

0
0

0(0)
0(0)

0
0

0(0)
0(0)

0
0

2
0
0

3(2)
2(0)
0(0)

1
1
0

0(0)
0(0)
0(0)

0
0
0

15(5)
0(0)
0(0)

1
0
0

21
3
0
7

55(19)
1(0)
0(0)
3(2)

3
0
0
0

0(0)
0(0)
0(0)
0(0)

0
0
0
0

0(0)
0(0)
0(0)
0(0)

0
0
0
0

665(290)

105

128(55)

12

0(0)

0

20(7)

1

당년도 미결(차년 이월) 1,213(594)

183

247(103)

10

0(0)

0

1(1)

0

전 체

1878(884)

당년도 해결
소송취하 산재보험조합
의 취하
0(0)
소송인의 취하
328(155)
화해(Vergleich)
18(3)
인지(Anerkenntnis)
산재보험조합의 인지
22(4)
소송인의 인지
0(0)
결정(Beschluss)
산재보험조합주장결정
2(0)
소송인주장 결정
0(0)
기타(부분인정)
0(0)
선고(Urteil)
245(102)
산재보험조합 승소
19(10)
소송인주장 승소
5(1)
기타(부분인정)
26(15)
기타해결(sonstige)
전 체

주 : ( ) 안의 숫자는 직업병관련 소송건수임.
자료 : Bau-BG Hannover(2001), Jahresbericht 2000,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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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1심과 2심에는 변호
사가 필요 없다. 단, 연방사회법원의 3심에서 패소하면 그에 관련된 변
호사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법원은 30세 이상의
시민들로 하여금 임기 5년 이상으로 무보수로 근무하는 명예판사제도
(Ehrenamtlichen Richter)를 운영하고 있다.
<표 2-15>는 독일 하노버건설업산재보험조합의 최근 소송관련 통계
이다. 조합과 회원간의 소송도 다소 있지만, 그보다는 조합과 근로자간
의 급여관련 소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
된 1,022건과 당년도 발생 소송 856건 등 총 1,878건이 지방사회법원에
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중 약 35%에 해당하는 665건이 당년도에 정
리되었다. 어림잡아 지방법원에서 처리되는 소송 중 약 20%가 주사회
법원에 항고되지만, 연방대법원까지 상고되는 건수는 전혀 없다. 전체
소송 중 약 절반이 직업병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 산재사고나 출퇴근 재
해에 대한 직업병 발생 비율이 낮은 데 비해 직업병 소송 비율이 상당
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사회법원의 경우, 해결방식으로는 소송인
의 취하가 약 50%를 차지하고 약 40%가 선고까지 가는데 선고의 90%
는 산재보험조합의 승소로 마감하게 되는바, 이는 산재보험조합의 중립
적 운영과 전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독일의 산재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그다지 없는 것
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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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 의

1. 발전과정
근대의 산업혁명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제조업, 광업, 제강업 및 철도업 등의 급속한 팽창과 발전, 위험한
중기와 고속 산업공정의 개발 그리고 신규 미숙련근로자들의 대량고용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의 재해는 예상치 못했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하여 처음에는 보통법(Common
Law) 원칙이 적용되었다. 보통법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와 도구, 장비 및 자재 등을 제공할 의무
가 있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들은 만
일 그 재해가 사업주의 합리적 주의의무 위반에서 초래된 것이라면 불
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
의 업무상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
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판결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초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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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을 보내야 했다. 또한 근로자의 일부과실이 존재하거나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동료근로자의 과실책임이 존재하는 경우, 사
업주가 이를 과실책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보통법이 피해
를 입은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작용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
다.
그리하여 1900∼1910년에 미국의 많은 주(state)에서는 사업주배상책
임법(Employer Liability Law)을 채택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면책범위를 축소하는 등 보통법의 문제점을 일부 수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자가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등 근로자 보
호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남아 있었다.
미국의 산재보험법(worker's compensation legislation)은 20세기 초
반 주(state)의회와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1912년에 몇몇 주
(state)들이 산재보험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1916년 연방산재보험법
이 제정되었다. 연방산재보험법은 모든 연방정부 근로자와 그 외의 선
별된 집단들을 포괄하였다. 1927년에는 연방의회가 해안과 항만 산재보
험법을 제정하였고 다른 산재보험법은 해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법규정
들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1911년을 기점으로 9개 주(state)에서 유럽
식의 산재보험법(Worker's Compensation Law)이 제정되었으며, 1920
년까지 8개 주(state)를 제외한 모든 주(state)에서 산재보험입법을 마쳤
고, 1963년 하와이 주(state)를 끝으로 모든 주(state)가 산재보험법을 갖
추게 되었다.
산재보험제도는 무과실책임원칙(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에
기초하여 사업주가 재해에 대한 과실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
한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산재보험법의 기본은 사업주로 하여금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업재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단,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생산비용으로 취급되어 생산원가의 한
부분으로 제품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각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 고용형태, 재해의
종류(특히 직업병) 등이 점차 확대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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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 유급 근로자들의 비율이 1915년 41.2%에서 1920년
67.4%, 1930년 75.2%, 1940년 81.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후 1980
년에는 87%에 이르러 가사 근로자(절반 정도의 주), 농업 근로자(10여
개의 주), 소규모회사의 근로자(10여 개의 주), 임시직 근로자 등만이 적
용대상에서 제외된 채로 남아 있었다.
한편 1970년에 제정된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에 의하여 의회가 설치한 전국 산재보상위원회(The National Com
mision on State Workmen's Compensation)에서는 1년 동안 집중적인
청문회와 연구․분석․토론을 거쳐 1972년 7월 주(state)별 산재보험법
에 대한 표준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표준안은 종전에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제안하였던 최고 기준들과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
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 주된 요소로는 모든 법에서의 강제적 적용, 계산상 및 직업상 예외
항목의 철폐, 가사 및 농업 근로자의 포함, 작업관련 질병 전반의 포괄
적용, 치료 및 신체적 재활에 대한 제한규정 철폐, 급여기간 및 총액에
대한 제한규정 철폐, 주(week)당 급여상한을 주당 평균임금의 66.7%에
서 200%로 대폭 인상하는 것 등이었다. 이 표준안은 거의 모든 영역에
서 주(state) 입법과정 동안 두드러진 진보를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급여
상한액의 경우 1972년 각 주(state)에서는 주(week)당 급여상한액이 평균
56달러에서 1982년에 105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대다수의 주(state)
에서 주(week)당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물가연동상한액(sliding scale
maximum limits)을 채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표준안은 연방 입법화되지 못하였으며, 1972년 2월 각 주
(state)의 산재보험법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산재보상표준법
(The Proposed National Worker's Compensation Standard Act)이 의
회에 제안된 바 있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접어
들어서는 직업병 문제가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핵심과제로 떠올랐고,
1982∼1987년 동안 주(state) 산재보험법에는 900여 회의 개정이 있었으
며, 1988년에는 155회의 추가 개정이 있었을 정도로 계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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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
가. 개 관
1) 기본취지
산재보험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과실과 무관하게 각종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부양
가족에게 확실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② 산재근로자에게 단일화된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손해사정비용 및
법원의 업무과중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③ 보통법에 의존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공
공 및 민간 자선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④ 각종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및 전문 증인에게 지급되는
제 비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⑤ 적절한 손해경험치에 의거한 요율정책으로 사업주의 작업안전 및
재활 활동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⑥ 각종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를 실시하여 예방이 가능
한 사고를 줄이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동시에 산재보험 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다. 산재보험급여는 낭비적인 소송을 억제하고 근
로자와 사업주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기 위해 미리 결정된 급여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법에
서 정한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주에 대해 과실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적 절차를 최
소화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일정수준의 보상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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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의 강제성
미국의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강제 주(state) 및 선택 주(state)로 구분할 수 있다. 산재보
험법은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강제 적용되
고 있으나, 뉴저지, 텍사스의 2개 주에서는 사업주 임의로 산재보험법을
준수하거나 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들 2개 주는 보통법(Common
Law)에서의 방어책인 근로자의 위험인지, 동료근로자의 과실 및 근로
자의 일부과실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주에서 산재보험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많은 불이익을 감
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선택 주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주가 강제 주에 해당한다
고 하겠다.
3) 보험운영의 다양성
주(state)법에 의하면 보험회사,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업무를 위
탁받은 제3자 운영자, 주 정부의 산재보험기관이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청구의 평가와 심사의 주체가 된다.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주가 법원을 통하여 산재보험법을
관리(Court Administration)하거나, 특별위원회(Commission or Boards)
를 구성하여 관리하거나, 혹은 양자를 함께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의 사업주 절대책임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
업주는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험가입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미국의 사
업주는 각 주의 여건이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산
재보험(state worker's compensation fund) 또는 민간보험회사의 산재
보험(privat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가입하게 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에서 허용되는 경우, 자가보험(self-insurance)을 활용
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5개 주(North Dakoda, Ohio, Washington, West Virginia, Wyoming)
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3
개 주에서는 주정부 운영 산재보험에의 가입이나 민간 보험회사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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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모두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단위별로 운영되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 유형, 적용대상 사업장, 보상 자격요건, 급여내용, 산재장해인을 위
한 특별기금, 보험재정 및 제도운영 등의 측면에서 주마다 상이함을 보
이고 있다.
4) 보험급여체계의 다양성
미국은 각 주마다 독특한 산재보험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영 및 급
여체계도 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똑같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라 하
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어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어느 주에 거
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는 상이하게 지급된다.
산재보험법은 고용관계로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사
업주에게 절대적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 대부분을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경제적 손실은 소득손실 및 그
외의 신체적 피해와 관련이 있는 기타비용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현금급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로 구분한다. 전자는 특정 신체부위
의 일시적인 장해발생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이고, 후자는 영구적인
장해 및 임금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모든 주가 요양급여를 제외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일정기
간(1∼7일)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대기기간을 규정하고 있다(Puerto Rico
제외). 대부분의 주는 신체적 피해로 인한 장해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
면 사고날짜까지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득손실이나
부양능력 상실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크게 네 가지이다;
① 일시완전장해(Temporary Total Disability: TTD), ② 영구완전장해
(Permanent Total Disability: PTD), ③ 일시부분장해(Temporary 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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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TPD), ④영구부분장해(Permanent Partial Disability: PPD). 영
구부분장해의 경우에는 특정장해(Nonscheduled)와 도표장해(Scheduled)로
다시 구분한다.
(1) 완전장해
대부분의 경우가 일시적인 완전장해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동안 보상
이 이루어지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게 된
다. 영구적인 완전장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영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주는 근로자 임금의 특정 비율
(임금의 662/3%가 가장 많음)을 지급하나, 몇몇 주는 가용소득의 특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기도 한다. 모든 주가 소득보상의
최소액(최소율) 및 최대액(최대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최대율은 주당
평균임금의 100%가 가장 보편적이고 최소액이 최소율보다 더 일반적으
로 쓰이고 있다.
영구적인 완전장해의 소득에 대한 보상기간은 대부분의 주에서 근로
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에 따라서는 장해가
존속하는 한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는 예외적으로 최대보상기
간(400∼500주)을 명시하기도 한다. 일시완전장해의 경우 장해가 존속
하는 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에 따라서는 특정일수
(260∼500주)를 명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가 총보상액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15개 이상의 주가 총보상한도액을 45,000∼209,000달
러 사이에서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생계비용 상승에 대한 자동적인 급여인상을 적용하지
않으나 몇몇 주는 임금의 자동인상을 다양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40% 이상의 주가 국민연금(Social Security), 실업보험 혹은 복지기금이
존재할 때 보험급여를 상계하지만 나머지 주는 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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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장해－비지정/지정
대부분의 산재보험급여 지출은 일시완전장해나 영구부분장해로 인해
지급된다. 부분장해는 현소득과 부양능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
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비지정 일시부분장해나 영구부분장해의 경우 임
금손실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산재 이전 임금과 이후 임금을 비교하
여 그 차액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몇몇 주는 비지정 영구부분
장해에 대한 보상을 완전장해의 특정 비율로 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가 구체적 신체부위의 손실(Loss) 혹은 사용손실(Loss of
Use)에 따른 최고보상액을 설정하고, 실 지급액은 신체부위에 따라 설
정된 기간(통상 주당)에 산재 당시 임금에 근거를 둔 주당 보상액을 곱
하여 산정하고 있다. 주에 따라 지정장해로 인한 보험급여 외에 일시장
해로 인한 급여 수령을 허용하기도 하고 일시장해로 인한 급여를 지정
장해로 인한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한다.
(3) 유족급여
보험급여 중 14%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된다. 급여는 장례비와 근로자의 사망전
주급(Weekly Wage)의 일정분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완전장해와 마찬가
지로 최대주급액(Maximum Weekly Payment)과 최소주급액(Minimum
Weekly Payment)이 설정된다. 사망의 경우 산재 중 최악의 경우로 볼
수 있지만 경제적 손실은 오히려 영구적인 완전장해의 경우보다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배
우자가 재혼하기 전까지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특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지급되는 것이 통례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주는 최대지급기간
(5∼20년)을 설정하여 최대급여수준을 제한하거나 최고한도금액(81,000
∼220,000달러)을 설정하여 급여수준을 제한하기도 한다.
장례비는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허용 장례비
(1,000∼6,000달러)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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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양급여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는 금전적 및 시간적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데 대
부분의 산재는 장해급여나 임금손실 없이 요양급여만으로 이루어진다.
총보험금액 중 30%를 차지하는 요양급여는 대부분의 주가 그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Virgin Islands만 40,000달러 한도). 담당의사의 선정을
사업주가 결정하는 주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주가 거의 동수를 이룬다.
몇몇 주에 있어서는 사전에 인가된 의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다) 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경우에는 신체적 장해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해
당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재활과정을 빨
리 시작할수록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재활과정이 치료과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으나 직업재활 혹은 직업훈련이 반드시 치료과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재활에 관한 규정은 산재보험법에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
으나 산재보험법에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주에서 직업
재활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회사 또는 주정부의 의료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사업주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문적인 제3자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다수의 주요 산업이 장해인을 위한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주변산업의 경우에는 장해인들이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고용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연방정부의 직업재활법은 현재 모든 주에서 발효되어 산업재해로 장
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재활과정에 기금을 조성하여 보조해 주고 있
다.
5) 관리의 효율성
산재보험제도는 보통법 또는 사업주 배상책임제도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발전한 제도이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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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상의 효율적인 처리
는 크게 요구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자유방임적 접근방법을 취하였지
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제도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주정부의 적
극적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주
가 법원을 통해 산재보험제도를 관리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
리하거나, 혹은 양자 모두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관리
에 있어서 주요 영역은 ① 사업주, 근로자, 보험회사, 의료제공자 및 변
호사에 대한 법률준수 감독, ② 보상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
사 및 판결, 의료 및 직업재활 과정에 대한 감독, ③ 2차 산재기금(Second
Injury Fund) 및 특별 평가액(Special Assessment)에 대한 관리, ④ 데이
터 수집 및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산재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는
최대기간, 급여청구를 위한 최대기간, 클레임에 대한 종결과 관련된 여
러 가지 조건, 변호사 비용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에 대하여 모든 사업주는 사고보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일정액의 벌과금을 내야 한다. 많은 주의 경
우 보험회사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보고의무를 행하고 있다.
2차 재해기금(Second Injury Fund)은 이미 산재를 입은 특정 산재근
로자에게 재차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과적․신체적 피해가 이전의
산재 결과로 인하여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때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이 기금은 ①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② 장해
인이 산재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이 좀더 형평성 있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2차 재해기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가 2차적으로 산재를 입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이전의 산재에 대한 부분
까지 배상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꺼
려하기 때문에 2차 재해기금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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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면제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청구권리가 줄어
들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그의 책임이 면제되거
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산재보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실여부
의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 산재보험에서 그 지급이 확실시되
어 특정 급여를 받기로 한 경우, 같은 사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보통법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상의 보
상 이외의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보상이행에 충분한 담
보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고의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저
연령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등이다.
나. 워싱턴주의 특성88)
1) 적용대상
워싱턴주 내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의무적으로 적
용된다. 그러나 파트너, 독립 자영업자, 조인트벤처가 및 회사임원의 경
우 그 적용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가정부, 자발적(무보수) 법집행
자, 인디언 부족 및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서 고용된 인디언, 가정집 수
리인 및 정원사, 철도 직원, 자선단체의 무보수 근로자, 가족농장의 18세
이하의 자녀, 경주마 기수, 정상적인 고용관계 외의 고용 및 주(state)
사이를 운행하는 트럭운전자, 계약연주자 혹은 연예인(Entertainment
Performer)은 예외로 인정된다. 철도직원 및 주간운행 트럭운전자는 워
싱턴주 이외의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료는 산업유형과 사업장에서의 사고 및 질병 발생률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요율은 그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어
벌목작업을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당 수 달러가 책
정될 수도 있고, 보다 안전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당 몇
88) 워싱턴주의 산재보험법은 워싱턴주법 제51편에 수록되어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법률 조항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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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밖에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요율은 특정 벌목작업 환경 또
는 사무실 환경에 대한 요율,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수준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2) 위험의 유형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고 업
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초기 산재보험법에서는 직업병에 대
한 별도의 고려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하
고 있어 고용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업병에 대한 보상을 허용하고
있다.89)
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재근로자는 노동산업부의 주기금(Washington State Fund)으로 사
업주 또는 자가보험 사업주에 의한 보상 또는 무과실 사고 및 장해에
대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산재보험은 의료비를 지급하
며(요양급여) 근로자가 부상으로부터 회복되는 동안 상실하게 되는 임
금의 일부(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산재가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
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질병이나 감염이 자신의 업무
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직장에 속해 있어야 하며, 둘째, 업무수행 과정
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야 한다. 산재보험은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뿐만 아니라 직업병까지 보상하고 있다. 특히 직
89) 직업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상 및 치료에 대한 권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상 및 치료에 대한 권리와 동일하다. 단, 다음과 같은 예
외가 있다. ① 51.16.040은 1937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청구에 대해서 적용되
지 않는다. ② 1988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청구에서, 직업병 인정은 질병이
치료를 요하거나 전체 또는 부분적 장해를 일으킨 날로써 성립된다(질병 최초
발병일, 질병 호전일, 청구서제출일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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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 규정을 통하
여 직업병 일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직업병의 경
우에는 일반 사고성 재해와 달리 사업주와 보상책임 여부를 다투고 있
는데 그 업무기인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1년 이상의 처리기간이 소
요되는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90)
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적 문제
워싱턴주의 경우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상태 또는 정신장애는 산재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병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병에
포함되지 않는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상태 또는 정신장애의 예는 다음
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상태 또는 장애가 포함된다.
① 직장 업무의 변경
② 상사와의 갈등
③ 직장 상실, 강등 또는 징계 조치의 실제적인 또는 인지적인 위협
④ 상사, 동료 또는 대중들과의 관계
⑤ 특정한 또는 일반적인 직무 불만
⑥ 작업 부하 압력
⑦ 근무 조건 또는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⑧ 어떤 이유에서든 직장 상실 또는 강등
⑨ 화학물질, 방사능, 생물학적 위험, 기타 인식되는 위험에 대한 노
출의 두려움
⑩ 객관적 또는 주관적 직장 스트레스
⑪ 개인적인 결정
⑫ 자영업자인 개인이나 기업 직원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인식적인 또는 예상되는 재정적 역경이나 곤란
90) Ellen R. Peirce, Terry M. Dworkin(1988), “Worker's Compensation and
Occupational Disease : A Return to Original Intent”, Oregon Law Review,
vol. 67, pp. 67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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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일의 충격적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스트레스는 직업
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관리기구
산재로 인한 부상과 질병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고통과 어려움
이 된다. 근로자는 신체적 고통과 괴로움, 수입 손실, 자존심 저하와 직
업상실 등을 겪을 수 있다. 사업주 또한 보험요율이 올라가고 근로자들
의 사기가 저하되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워싱턴주는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1911년 이래로 산재보험을 주정부에
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의 지급 주체를 결정
하기 위하여 법정에 가야 하는 것을 막고 보상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법 제51편에 산재보험에 관한 모든 규정을 수록하고 있는데, 워싱
턴주에서는 일반보험회사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한해 자가보험(Self-Insurance)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병원 등은 우리나라의 공제조합 형태인 자가보험을
허용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강제
적으로 적용하여 자가보험 혹은 산재보험에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고의적으로 가입을 회피하였을 겨우 경범죄(Misdemeanor)
에 해당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 매일 25∼1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때는 50∼100%의 클레임 비용을 지불
해야 하며, 미지급 보험료의 두 배 혹은 500달러 중 큰 액수를 주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워싱턴주 내의 자가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워싱턴주
내에 있는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와 장해발생에 대
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서비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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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조직도
행정보좌관

자문기구
장 관

법률사무소

특별보좌관(2)

의견교환

차 관:
지역서비스
지역본부 1
Bellingham
Everett
Mt. Vernon
지역본부 2
Bellevue
Seattle
tukwila
지역본부 3
Bremerton
Tacoma
Pt. Angeles

WISHA서비스
연방-주 운영
정책․기술서비스
표준․정보
훈련․봉사

인사부

보험서비스
보험청구행정
범죄희생자
사업주 서비스
건강서비스 분석
의료지도 사무실
정책․질 조정
자가보험
SHARP
지원서비스

지역본부 4
Aberdeen
Longview
Tumwater
Vancouver
지역본부 5
Moses Lake
Kennewick
Okanogan
Walla Walla
E.Wenatchee
Yakima
지역본부 6
Colville
Pullman
Spokane

특수직업서비스
훈련생
보일러, 전기 등
고용표준
공장연합조직

차 관:
운영

감사실

정보서비스

행정서비스

적용․자료관리
컴퓨터네트워크
․지원서비스
정보기술 기획
정보 보안

기관서비스
금융서비스
위험관리자
정보기술
법률서비스
법제정․정부업무
관리서비스
의학서류위조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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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은 주의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노동산업부(Department of
Labor and Indstries)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고 사고나 직업병
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는 6개 지역본부 및 22개의 서비스센터로 구성
되며 산재예방 및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노동
산업부에서는 약 200,000명 근로자들의 보상 클레임을 다루는데, 각 클
레임에는 일련번호가 있으며 보험자에게 배당된다. 노동산업부는 클레
임에 관한 문의를 위하여 무료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4. 지급 현황
가. 산재발생 현황
워싱턴주 정부는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약 175,000건
의 작업관련 부상 및 직업병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매년 약 64,000건의
<표 3-1> 워싱턴주의 주요 산업별 산재발생 추이
(단위 : %)
산업별
건설업
제조업
농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주 및 지방 공무원
광업
재정․보험․부동산업
기타

2000
14.4
11.1
10.9
9.2
8.7
8.4
7.7
4.8
2.5
22.3

1999
15.0
12.1
11.3
9.6
9.2
8.8
8.2
5.7
2.3
17.8

1998
15.5
13.2
12.9
10.1
9.3
9.8
7.9
6.7
2.2
12.4

1997
17.3
13.5
11.2
10.4
9.6
9.3
8.1
6.7
2.8
11.1

1996
17.6
13.2
12.2
10.2
10.0
10.6
7.9
5.7
2.8
9.8

주 : 1) 사망재해는 제외.
2) 업무상 부상과 업무상 질병 포함.
3) 산업재해 발생률은 상시근로자(full-time worker) 100명당 산재근로자 수
를 의미.
자료 : 2000 Washington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Summa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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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 부상 및 직업병이 자가보험회사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워싱
턴주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건설업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및 내구제산업, 농업이 1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
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나. 급여지출
워싱턴주의 급여청구건수는 2000년에 비하여 2001년에 10.8%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총 비용은 35.2%포인트 감소하였다. 2001년의 급여청구
에서 휴업급여와 같은 소득보상 없이 의료기금(Medical Aid Fund)에
의해서만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가 전체 청구건수의 77.2%로 청구건수
<표 3-2> 워싱턴주의 급여청구․지급 현황
(단위 : 건, 달러)
2001
2000
청구건수 총비용 평균비용 청구건수
총비용 평균비용
보상가능
28,268 439,610,185 15,552
32,078 616,612,825
19,222
사망
58 11,809,006 203,604
62
11,528,572 185,945
무효
47
0
0
4
0
0
고정소득보장
1,807
9,108,080
5,040
1,834
9,662,095
5,268
소득손실분
136
1,860,431 13,680
144
2,289,063
15,896
보상불가
102,392 61,538,837
601
113,828
65,082,050
572
보류
798
418,664
525
143
22,737
159
조건부일시보상
97
311,147
3,208
22
40,947
1,861
거부
17,947
1,560,667
87
19,922
1,743,137
87
영구완전장해
3
230,895 76,967
30
5,020,197 167,340
전체
153,554 526,447,912 319,264
170,067 712,001,623 396,350
주 : 1) 보상가능(compensable) : 휴업급여의 자격이 있음.
2) 소득손실분(loss of earning power) : 근로자의 작업변경으로 산재 이전 임
금의 95% 미만을 벌어들이게 될 때, 그 임금손실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휴
업급여의 1%가 지급됨.
3) 보상불가(non-compensable) : 의료기금(Medical Aid Fund)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만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함. 휴업급여와 같은 ‘산재기금’(Accident
Fund)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4) 거부(rejected) : 근로자의 청구가 산재보험급여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함.
자료 : www.lni.wa.gov/prs/DataAnalysis/ccntst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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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와 같
은 소득보상이 되는 ‘산재기금(Accident Fund)’에 의한 청구건수가 전
체 청구건수의 21.3% 수준이지만 전체 비용의 83.9%가 휴업급여 자격
이 주어져 지급된 경우이다. 소득손실분에 대한 청구건수가 136건, 산재
로 고정소득 청구건수가 1,807건으로 고정소득 청구가 많다. 총청구건수
의 13.5% (17,947건)가 기각되었으며 사망은 58건, 영구완전장해는 3건이
다. 각 청구유형별 평균지급률은 사망이 인당 203,604달러, 영구완전장
해의 경우 인당 76,967달러가 지급되었다.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

보험급여의 유형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급여의 종류는 현
물급여에 해당되는 의료서비스, 현금급여인 휴업급여 그리고 기타 근로
자의 회복과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보험자로부터 승인되면 노동산업부
는 요양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회복에 필
요한 의사, 병원 및 관련 비용들을 포함한다. 또한 회복되는 동안 임금손
실이 있었다면 그 일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근로자가 업무
상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급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들 정규급여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
재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는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자
격도 주어진다. 이 외에도 부분장해급여, 장해연금 및 유족급여가 있다.

1. 요양급여
가. 현물급여의 유형
노동산업부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직업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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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원, 외과, 약국 및 기타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 의료서비
스는 부상의 정도가 안정되고 더 이상 회복이 기대되지 않는 시점까지
제공된다. 또한 치료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 기구들, 진단 테스트, 약품,
바이오 의약품 및 기타 치료 약제, 내구적 의료장치, 절차들, 예후 테스
트, 물품들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침술사, 한의사, 크리스천 사이언스 시
술사 또는 종교치료사, 동종요법치료사, 비면허 내과의사 보조원, 수술
실 기술자, 면허 외과 기술자, 면허 외과 보조원, 노동산업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기타 면허 및 비면허 시술자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산업부 또는 자가보험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하나 이상의 사지 또
는 눈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인공대체물을 제공하며, 부상으로
인하여 눈의 굴절력에 이상이 생긴 근로자에게는 그러한 굴절력을 교정
하기 위한 렌즈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한다. 또한 산재로 인하여 인공사
지, 눈, 치아 등에 손상을 입거나 보청기, 안경, 렌즈 등이 손상된 근로
자에게는 똑같이 보수해 주거나 교체해 준다. 단, 노동산업부 또는 자가
보험자는 오직 손상된 보청기나 안경을 재해 당시의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비용만을 지불한다.
이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보장구, 예를 들면 교정
기, 벨트, 보조기, 지팡이 등이 제공되며,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영구적인
장치로서 필요한 모든 보장구는 계속해서 지급된다(51.36.020).
나. 의료서비스의 결정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범위(WAC 296-20-02700), 즉 특정 의료서비스
또는 물품을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동산업부에서 결
정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치료의 질을 보장하고 치료를 촉진하는 범위
에서 결정하지만 진찰, 치료 또는 예후를 목적으로 제공되며 특별히 범
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서장은 특정한 의료기구가 특정한
부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면 그 기구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보험자는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여 기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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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정 의료서비스 또는 물품에 대한 지급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의료보
장제도(Medical Aid Rules), 수가목록, 그리고 제공자 공시, 최신정보
등을 이용한다. 기존의 요양급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새로운 의
학기술, 기구 또는 약품의 비승인 제품 사용(off-label use) 등에 관한
문의는 의료국에 확인해야 한다.
다. 의료제공자
근로자는 부상을 치료할 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자신의 치료를 담
당할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유자격 의사는 일반의사, 접골의, 척추지압
의, 자연요법 및 족병의, 치과의사, 검안의, 안과의사 등이다. 의료서비
스 제공자인 의사가 인가된 자인지 그리고 산재보험 환자를 받을 수 있
는지의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산업부에 확인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노동산업부가 승인
하는 의료제공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제공자 번호 발행). 단,
독립적인 면허가 없는 의료보조인은 의료전문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노동산업부는 의료보조
인에 대한 직접적인 진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대신에 면허를 받
은 감독 의료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보조인에 대
한 진료비 지급규정은 노동산업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화된 기술․지식을 요하는 절차와 평가는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AMA) 또는 the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AOA)
에 의해 규정된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자격을 부여한 내과의사 또는 접
골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노동산업부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
법에 의하여 근로자를 치료하는 의료제공자의 권한을 승인, 거부, 중지
및 종결시킬 수 있다(51.3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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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급여
가. 지급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휴업일
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일
이내의 지급을 요하는 작업장에서의 부상 또는 직업병은 모두 요양급여
를 지급한다. 만일 부상이 3일을 초과하는 작업손실을 유발할 경우 지
역 노동산업부 사무소에 이를 통지해야만 휴업급여(시간손실 보상금)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근로자는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
우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노동산업부는 요양급여
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로
인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소견서를 노동산업부에 서면으로 제출
했을 때 지급된다. 최초의 휴업급여는 노동산업부가 사고보고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약 2주 후에 지급된다.

[그림 3-2] 휴업급여 지급절차
자동지급

3일 이내의 휴업일수

노동산업부

의료기관
통지

근로자
의료기관

노동산업부

3일 초과
의료비 지급

휴업급여 지급(2주)

108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나. 지급수준
1) 부분 휴업급여
일시부분장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직장에 복귀할 때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급여가 줄어든 직책으로 복귀할 때 부분 휴업급
여가 지급된다. 부분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의 임금이 5% 이상 삭감되
었을 경우에 지급되며, 현재 임금과 산재 당시 임금의 차이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부분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모든 휴업급여는 주치의가 객관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증명해야 지급된다.
2) 완전 휴업급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일시완전장해로 지
속적인 유급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완전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의 완전장해가 지속되는 한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결혼여부,
부양자녀 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51.32.090). 근
로자가 산재 당시 기혼일 경우 임금의 65%(최소 215달러)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비례하여 급여액
도 증가한다. 부양자녀가 1인의 경우 임금의 67%(최소 225달러), 2인은
임금의 69%(최소 283달러), 3인은 임금의 71%(최소 306달러), 4인은 임
금의 73%(최소 329달러) 그리고 5인 이상은 임금의 75%(최소 352달러)
를 지급받는다.
만일 근로자가 산재 당시 미혼일 경우 임금의 60%(최소 185 달러)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비례하
여 급여액도 증가한다. 부양자녀가 1인의 경우 임금의 62%(최소 222달
러), 2인은 임금의 64%(253달러), 3인은 임금의 66%(최소 276달러), 4인
은 임금의 68%(최소 299달러) 그리고 5인 이상인 경우 임금의 70%(최
소 322달러)를 지급받는다(표 3-3 참조).
하지만 상태가 완전히 치료되어 근로자가 산재 이전의 소득능력으로
완전히 회복한 경우 급여는 중단된다. 만일 근로자가 산재 이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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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일부만을 회복한 경우 그 소득능력91)에 따라 조정된 급여(부분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즉 1993년 5월 7일 이전에 발생한 부상의 경우,
산재 이전의 소득능력에 대한 현재의 소득능력의 비례분만큼 지급되며,
1993년 5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부상의 경우, 현재임금과 산재 당시 소득
능력의 차이의 8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지급된다. 이 경우 급여와 근
로자의 현재임금을 합한 금액이 워싱턴주 월평균임금의 115%를 초과해
서는 안 되며, 이전에 지급받던 영구완전장해급여액의 100%를 초과해
서도 안 된다. 단, 소득능력의 손실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떠한 급여도 받지 못한다.
또한 휴업급여 지급수준의 최저수준은 결혼여부 및 부양자녀 수에 따
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다르며 최고한도는 결혼여부 및 부양자녀 수에
관계없이 워싱턴주 월평균임금의 1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된다.
<표 3-3> 휴업급여 지급기준
결혼여부

유

무

최고한도
최저기준
부양자녀수(명) 지급수준(%) 주별 평균임금(%) 지급수준(달러)
0
65
215
1
67
252
2
69
283
120
3
71
306
4
73
329
5 이상
75
352
0
60
185
1
62
222
2
64
253
120
3
66
276
4
68
299
5 이상
70
322

91)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의사의 검진
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직무의 성격을 설
명하는 문서를 의사에게 제공하여 의사로 하여금 근로자의 장애가 그러한 직무
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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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기간
의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복귀할 만한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 계속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사업주가 의
뢰하여 근로자에 대한 소득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검진을 실행한 의사
가, 사업주가 제안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그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휴업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또한 의사가 근로자의 부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
단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가 판단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경
우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
였고 더 이상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급여는 중단된
다.
노동산업부는 휴업급여를 매월 2회 지급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근로
자의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노동산업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라. 휴업급여의 상환
노동산업부가 클레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조건부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만일 클레임이 후에 기각될 경우 이를 노동산업부에
상환해야 한다.
노동산업부가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음을 발
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또는 새로운 정보에 따라 근로자
의 보상수준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발견했을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
는 수준이거나 또는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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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재활급여
가. 현물급여
1) 주치의 업무제안 및 업무분석
직업재활급여의 현물급여인 직업재활서비스는 산재근로자․주치의의
업무제안(job offers) 및 업무분석(job analyses)에서부터 시작된다. 주
치의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업무분석을 위해서 업무명,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기능, 업무가 행해지는 방식(방법, 기술이나 업
무과정, 사용하는 기구나 물질 등), 업무의 결과(생산되는 상품이나 서
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의 기술, 지식, 능력과 적응, 업무 위
치와 직장 위치에 관한 설명, 근로자의 결정권, 책임의 범위, 기타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하다. 업무분석은 업무평가 과정의 일부로서 직업상담원
이나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업주나 직원
또는 제3의 행정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치의는 업무분석을 통하여 직업상담원, 근로자, 사업주가 산재근로
자의 직업선택과 편익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도와야 하며 이들에게 산재
근로자의 신체적 수행능력에 관하여 조언할 책임이 있다.
직업상담원(Vocational Counselor : VRCs)이나 사업주는 주치의에게
근로자의 신체적 능력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복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
으며 근로자의 의학적 상태와 직업복귀 가능성에 관한 특정 정보를 요
청할 수도 있다.

[그림 3-3] 의사의 신체적 능력 측정 처리 과정
제출

직업상담원 또는 사업주

제출

노동산업부

의사의 신체적 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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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는 주치의가 담당 직업상담원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 한계나 능력을 측정하고 이
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시 그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이
다.
주치의는 근로자의 신체적 한계와 능력을 측정하여 신체적으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주치의의 의견을 요청하지 않고
는 그 직무에 대한 신체적 요구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만일 그 재고용
시험기간 이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주치의
의 증명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재개된다. 사업주의 수정된 업무
가 없으면 이를 즉시 노동산업부에 통지하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원직장에서의 직무변경
신체적 피해의 정도 혹은 근로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가 단시일 내에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다. 이 경우 노동산업부는 산재근로
자, 사업주 및 주치의와 함께 직업상담원(VRCs)에게 해결방법을 의뢰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산업부가 관여하지 않고 사업주는 의학
적으로 무리가 없고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은 일을 근로자에게 제
공한다.
노동산업부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모든 복직준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일
찍 발견하여 제거하면 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
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직업상담원(VRCs)이 정해지면 근로자의 직장복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직장복귀 구분은 첫째, 일시적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인데, 산
재근로자의 제한된 신체적 활동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의 난이도를 임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파트타임 일이나 신체적으
로 가벼운 일을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근로자의 정규직
업이 영구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제약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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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근로자의 업무를 영구적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이다. 셋째, 사업
주가 제공하는 새로운 직무로 복귀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신체적 제약
에 적절한 새로운 업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직무변경은 사업주의 휴업급여 지급비용을 줄이고 보험료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직무변경의 수행은 의사, 사
업주 그리고 근로자 모두의 협력을 강조하며 의사가 근로자를 적절한
직무환경에 배치하였을 때 근로자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산업노
동부 내에는 손해관리상담가가 배치되어 있어 직무상의 위험을 관리하
는 방법, 비용절감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해 준다.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하여 감
독관은 이러한 직무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직무변경 1
건당 근로자 1인에 대하여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
재해기금에서 지급한다(51.32.250).
3) 고용가능성 평가(재취업)
근로자의 신체적 피해가 커서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직장에서 하던 일과 다른 일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직업상담원은 근로자의 경력, 교육
정도, 지식, 관심사, 연령, 숙련도, 육체적․정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거주지역 내에서의 재취업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보험자는 직업상담원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근로자 거주지역 내에
서 재취업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만약 추
가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직업상담원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4) 직업훈련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단기육성 프로그램으로 산재로 인해 신체적 피
해를 입은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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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업훈련프로그램은 52주를 초과할 수 없고
4,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
업훈련프로그램에서 통상적으로 장기적인 대학교육과정의 수업료를 지
불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복직훈련프로그램에서 그 기간이 52주 보다
짧은 경우, 예를 들어 근무 중 훈련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육
과정 수업료 혹은 직업훈련프로그램 수업료를 지불할 수는 있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노동산업부에서 결정
하면 직업상담원은 근로자가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직업훈련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직업훈련계획서에는 근로자, 직업상
담원 및 사업주의 책임도 명시하게 된다.
5) 직업훈련 및 보상에 관한 이의제기
근로자는 자신의 복직가능성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이의제기
를 노동산업부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
제기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근로자는 문제를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는데, 노동산업부의 직업훈련분쟁해결사무소(The
Vocational Dispute Resolution Office)는 근로자의 민원을 조사하고 문
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직업훈련분쟁해결사무소의 해결안은 노동산업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노동산업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나. 현금급여
근로자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휴
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가 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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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급여
가. 영구부분장해
영구부분장해는 재활이 최대로 달성된 이후에도 어떤 해부학적 구
조․기능상의 비정상 또는 상실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상병의
상태가 안정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이다. 주치의
는 영구적인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노동산업부에 통보해야 한
다.
근로자가 신체적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영
구적으로 손실이 생겼을 경우, 근로자는 영구부분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통증 및 고통(Pain & Suffering)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
지 않는다. 영구부분장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장해분류
가) 지정 장해등급
지정 장해(상하지 절단 또는 상실, 청력 또는 시력상실)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손상등급 지침서를 활용하여 등급을 책정하며 급여수준은 등급
에 따라 정해져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장해에 대하여 같
은 금액의 가치를 적용하여 장해로 인한 손실을 쉽게 계량화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51.32.080)(표 3-4, 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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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지정된 영구부분장해급여－절단에 의한 손실
절단부위
무릎관절 윗부분 절단 및 절단다리 기능 상실
〃
및 절단다리 기능 유지
무릎관절 이하에서 절단
발목 절단
발 중간 절단(중족골 절단)
엄지발가락 절단(족저부 절단)
〃
(중족지 관절 절단)
〃
(지절 관절 절단)
기타 발가락 절단(족저부 절단)
〃
(중족지 관절 절단)
〃
(근위지절 관절 절단)
〃
(원위지절 관절 절단)
삼각근부착점 위 혹은 어깨부위에서 관절 절단
삼각근부착점 이하 팔굽관절의 이두건부착점까지
팔굽관절 이하 중수골 절단까지
엄지손가락 외 모든 손가락 절단(중수지절 관절 절단)
엄지손가락 절단(중수지절 관절, 수근중수 관절 절단)
″
(지절관절 절단)
검지손가락 절단(중수지절 관절, 중수골 절단)
″
(근위지절 관절 절단)
″
(원위지절
″ )
중지손가락 절단(중수지절
″ )
″
(근위지절
″ )
″
(원위지절
″ )
약지손가락 절단(중수지절
″ )
″
(근위지절
″ )
″
(원위지절
″ )
소지손가락 절단(중수지절
″ )
″
(근위지절
″ )
″
(원위지절
″ )

지급수준(달러)
87,100.57
78,390.49
69,681.60
60,971.40
30,485.70
18,291.42
10,974.85
5,806.80
6,677.82
3,251.81
2,409.82
609.71
87,100.57
82,746.90
78,391.80
47,035.08
31,356.72
15,678.38
19,597.95
15,678.38
8,623.10
15,678.38
12,542.69
7,055.26
7,839.18
6,271.34
3,919.55
3,919.55
3,135.67
1,567.84

<표 3-5> 특정 영구부분장해급여－기타 신체 손실
부
적출에 의한 한쪽 눈 손실
한쪽 눈의 중심 시력 상실
양쪽 귀의 전청각 상실
한쪽 귀의 전청각 상실

위

지급수준(달러)
34,840.80
29,034.00
69,681.60
11,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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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지정 장해등급 결정
미지정 장해(내과적 부상, 척추 부상, 정신병, 등) 중 1974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은 23개 장해분류표를 활용하여 장해율이 결정된다.
<표 3-6> 신체장해 정도에 따른 장해분류－미지정 장해

영구적인 경추와 경흉추부장애
(Permanent Cervical and Cervico-Dorsal Impairments)
영구적인 흉추부장애
(Permanent Dorsal Region Impairments)
영구적인 흉요추와 요천추부장애
(Permanent Dorso-Lumbar and Lumbosacral Impairments)
영구적인 골반장애
(Permanent Impairments of the Pelvis)
영구적인 경련성 신경장애
(Permanent Convulsive Neurologic Impairments)
영구적인 정신장애
(Permanent Mental Health Impairments)
영구적인 심장장애
(Permanent Cardiac Impairments)
영구적인 호흡장애
(Permanent Respiratory Impairments)
정상 폐활량검사 분류 1에 속하는 영구적인 가변성 호흡장애
(Permanent Variable Respiratory Impairment with Normal Baseline Spirometry)
영구적인 기도장애
(Permanent Air Passage Impairments)
비중격 천공에 의한 기도장애
(Permanent Air Passage Impairments Due to Nasal Septum Perforations)
영구적인 미각․후각상실
(Permanent Loss of Taste and Smell)
영구적인 언어장애
(Permanent Speech Impairments)
영구적인 피부장애
(Permanent Skin Impairments)
영구적인 상부 소화관, 위, 식도, 췌장장애
(Permanent Impairments of Upper Digestive Tract, Stomach, Esophagus or Pancreas)
영구적인 하부 소화관(소장․대장)장애
(Permanent Impairments of Lower Digestive Tract)
영구적인 항문기능장애
(Permanent Impairments of Anal Function)
영구적인 간담관장애
(Permanent Impairments of Liver and Biliary Tract)
영구적인 비장장애, 편측 신장 제거, 요로전환술을 동반한 방광 제거
(Permanent Impairments of the Spleen, Loss of One Kidney, and
Surgical Removal of Bladder with Urinary Diversion)
영구적인 상부 요로장애
(Permanent Impairments of Upper Urinary Tract)
외과적 전환술로 인한 영구적인 상부요로장애
(Additional Permanent Impairments of Upper Urinary Tract Due to
Surgical Diversion)
영구적인 방광기능장애
(Permanent Impairments of Bladder Function)
영구적인 해부학적․기능적 고환장애
(Permanent Anatomical or Functional Loss of Testes)

(단위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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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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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10 2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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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5

0

10 3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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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 45 70

0

10 20 35 50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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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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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5 25 3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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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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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35

0

5

10 25 40 60

0

5

10 35 6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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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2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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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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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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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경흉추부 및 요천추부의 영구장해 병급
(단위 : %)
흉요추와 요천추부 장해등급
(Permanent Dorsolumbar and Lumbosacral
Impairment Category)
1

2

3

4

5

6

7

8

1

0

5

10

15

25

40

60

75

경추와 경흉추부 장해등급 2
(Permanent Cervical and
3
Cervicodorsal Impairment
4
Category)
5

10

15

20

25

35

50

70

7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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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5

55

70

75

25

30

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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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

35

40

45

50

55

65

70

80

분류표에 의한 장해등급심사는 근로자를 치료한 주치의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의료평가의사(IMEs)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장해등급 결정은 치료가 완전히 끝나서 근로자의 상병상
태가 의료적으로 안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때 시행한
다. 미지정 장해는 팔다리 등에 대한 기능장해와 같은 여타 모든 신체상
의 결함을 의미한다. 워싱턴주의 법률에 따라 장해급여는 경제적인 요
인을 고려하지 않고 부상 또는 상태에 의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영구부분장해 근로자가 단지 근로행위를 한다고 해서 장해급여를 박
탈당하지 않는다. 주치의 소견이 근로행위를 해도 좋다고 하면 즉시 근
로자는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근로자가 받는 영구부분장해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의 손상정도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지급방법
장해분류에 의해 산정된 영구부분장해보상금이 워싱턴주 월평균임금
의 3배를 초과할 경우, 보상금이 모두 지불될 때까지 산재근로자는 일
시완전장해 급여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다. 단, 근로자는 워싱턴주
월평균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급여로 지급받고, 두번째 달
부터는 잔여급여의 8%에 해당하는 이자를 함께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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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노동산업부에 요청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월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일시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나. 영구완전장해
영구완전장해란 양쪽 팔과 다리, 또는 한쪽 팔과 다리의 상실, 시력의
완전한 상실, 마비 또는 유급의 고용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영구적인
상태를 말한다. 산재보험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행위에 복귀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영구완전장해로 인한 연금을 지급하게 된
다. 근로자가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주치의는 이 사실
을 즉시 노동산업부에 통보해야 한다.
노동산업부는 영구완전장해를 결정하기 전에 직업평가 및 의료평가
의사(IME)에 의한 장해등급 심사를 행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게 된
이후 요양급여는 중단된다.
직업재활 및 의료평가에서 장해로 인하여 근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명되면 평생동안 월별로 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연금을 받던 근로자
가 근로행위를 하게 되면 연금은 중단된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은
퇴 이후에 장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장해급여에 대한 자격이 없다.
1) 지급유형
근로자에게 연금지급이 승인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51.32.067).92) 하나는 전액 연금 지급방식인데 이후 장해연금 수급자가
산재와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은 아무런 급여도 지급받
을 수 없다. 두번째는 차감된 연금지급방식인데 이후 장해연금 수급자
가 산재와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유족이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감된 연금지급방식에는 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소액감
소방식으로 약간 감소한 부분 연금을 택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유족은
92) 장해연금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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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급받던 월급여의 절반을 지급받는다. 다른 하나는 고액감소
방식으로 더 많이 줄어든 연금을 택할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유족은 근
로자가 지급받던 월급여와 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받는다.
2) 지급수준
연금보상은 월별로 이루어지며 그 수준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
여 지급수준과 동일하게 산정된다. 즉 연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결혼여
부, 부양자녀 수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51.32.060).
영구완전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산재 당시 기혼일 경우 임금의
65%(최소 215달러)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되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하여 연금액도 증가한다. 부양자녀가 1인은 임금의 67%
(최소 225달러), 2인은 임금의 69%(최소 283달러), 3인은 임금의 71%
(최소 306달러), 4인은 임금의 73%(최소 329달러) 그리고 5인 이상인 경
우 임금의 75%(최소 352달러)를 지급받는다.
만일 영구완전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산재 당시 미혼일 경우 임금
의 60%(최소 185달러)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되며, 부양자녀가 있는

<표 3-8> 영구완전장해급여 지급기준

결혼여부

유

무

부양자녀수(명)
0
1
2
3
4
5 이상
0
1
2
3
4
5 이상

최고한도
최저기준
지급수준(%) 주별 평균임금(%) 지급수준(달러)
65
215
67
252
69
283
120
71
306
73
329
75
352
60
185
62
222
64
253
120
66
276
68
299
7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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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녀 수에 비례하여 연금액도 증가한다. 부양자녀가 1인 경우 임
금의 62%(최소 222달러), 2인은 임금의 64%(253달러), 3인은 임금의
66% (최소 276달러), 4인은 임금의 68%(최소 299달러) 그리고 5인 이상
인 경우 임금의 70%(최소 322달러)를 지급받는다(표 3-8 참조).
어느 특정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휴업급여(일시장해급여)나 장해연금
(영구완전장해급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임금수준이 더 높은 배우
자만 자녀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완전장해연금의 경우에도 휴
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주 월평균임금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지급기간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한 경우, 노동산업부의 장은
장해가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의학적 증거가 없이도 장해에 의해 성립
된 급여지급을 중지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다(51.32.160(2)).
4) 장해일시금
매달 지급되는 장해연금은 그 금액이 8,500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재근
로자는 노동산업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동산업부에
의해 전환결정이 난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종결(전액전환)되거나
비례적으로 감소(일부전환)한다(51.32.130).
5) 연금액의 조정
영구완전장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연
방노령․유족․장해보험법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영
구완전장해급여는 그 금액만큼 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42 USC
(United State Code Collection: 주연방법령)인 보건복지법안(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에 의한 감소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현금급여와 연방노령․유족․장
해보험법에 의한 급여의 합이 42USC에서 조정이 적용되는 총급여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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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영구완전장
해급여와 연방노령․유족․장해보험법에 의한 급여 중 더 큰 급여 이하
로 총급여액을 조정할 수 없다.
영구완전장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42USC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장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급여의 조정이
이루어진다(51.32.220, 51.32.225).

5. 간병급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해를 갖게 된 근로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간
병(재택간호)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요청과 노동산업부의 사전 승인
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자택의료, 호스피스 및 재택치료는 면허를 갖
춘 자에 의하여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6. 유족급여
가. 지급유형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유족연금과 장례비가 있다. 유족연금은 근
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자녀에게
월별로 지급되는데,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는 평생동안 또는 재혼할 때까
지, 부양자녀는 18세가 될 때까지(부양자녀가 학점을 부과하는 풀타임
학생일 경우 23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만일 사망근로자의 배
우자 및 부양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사망근로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친척이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51.32.050).
장례비는 워싱턴 주의 고용안전기금에 의해 매년 결정되는 주 월평균
임금의 200%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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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수준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는 평생동안 또는 재혼할 때까지 유족급여를 지
급받는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근로자 임금의 60%(최소 185달러)
를 지급받으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하여 유족연금도
증가한다. 부양자녀가 1인의 경우 사망근로자 임금의 62%(최소 222달
러), 2인은 사망근로자 임금의 64%(253달러), 3인은 사망근로자 임금의
66%(최소 276달러), 4인은 사망근로자 임금의 68%(최소 299달러) 그리
고 5인 이상인 경우 사망근로자 임금의 70%(최소 322달러)를 지급받는
다(표 3-9 참조).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은 사망근로자가 생존 당시에 받
았던 미혼자의 휴업급여와 완전장해급여의 지급기준과 동일하다.
만일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갖고 있
지 않거나 근로자 사망 후 양육권이 타인에게 이양된 경우, 부양자녀에
대한 급여는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지불된다.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급
여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산정
한 급여 총액의 5%이며 그 합이 급여 총액의 25%를 넘지 못한다. 각각
의 자녀는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으며, 배우자는 급여 총액에서 이 급여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받는다.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연금지급은 종
료되며, 부양자녀에 대한 연금은 자녀 1인당 사망근로자 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의 자녀에게 지급된다(단, 자녀 5인까지만 급여를
<표 3-9> 유족급여 지급기준
최고한도

최저기준

월평균임금(%)

지급수준(달러)

부양자녀수(명)

지급수준(%)

0

60

185

1

62

222

2

64

3

66

4

68

299

5 이상

70

322

120

253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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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음). 만일 배우자가 자녀의 법적 보호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부양자녀에 대한 급여는 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된
다.
사망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급여수급자격을 갖고 있
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 사망한 경우, 사
망근로자의 자녀는 사망근로자 임금의 3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
는데, 두번째 이상의 자녀의 대해서는 각각 사망근로자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데 총급여액이 사망근로자 임금의 65%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각각의 자녀들은 총급여액을 공평하게 분배하
여 동일한 액수를 수령한다.
사망근로자에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아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
우, 그는 사망근로자의 사망전 12개월 동안 사망근로자로부터 지급받던
평균생활비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급여는 사망
근로자 임금의 6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망근로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워싱턴주 월평균임금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지급기간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연금지급은 중단되며, 대신
지금까지의 월별 지급 연금의 24배와 현가로 환산한 잔여보상금의 50%
를 비교해 적은 액수를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 당시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
나 그와 이혼함으로써 재혼관계가 종결되었을 때 다시 월별 연금을 수
령할 수 있다.
라. 유족일시금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그 금액이 8,500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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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동산업부에 의해 전
환결정이 나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종결(전액전환)되거나 비례적으
로 감소(일부전환)한다(51.32.130).

7. 기타급여
가. 치료 또는 직업훈련을 위한 교통비 지급
산재보험에서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10
달러 이하의 주차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10마일 이상 통원에 소요된 경비,
노동산업부가 준비하거나 요청하는 별도의 의료 검진을 받기 위해 소요
된 경비, 승인받은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경비 등 이에 대한
관련 경비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교통비 환불을 청구하려면 노동산업부에서 제공하는 증빙
서를 작성하여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에 날짜, 장소 및 이유
를 기재해야 한다.
나. 재산손실 변상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나 응급치료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손실된 근로
자의 개인용 피복, 신발 또는 보호장비 등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이러한 재산손실에 대한 변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
상품목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면 된다(51.32.260).
다. 주택 및 자동차 개조 비용
감독관(supervisor)이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산업부 또는 자가보험자는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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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주 연평균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개조비용을 지급
해야 한다. 단, 이러한 개조비용은 근로자의 주택 한 채 한도 내에서 제
공된다(51.36.020).
감독관이 절단 및 마비 근로자의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산업부 또는 자가보험자는 워싱턴주 연평균
임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개조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 및 자동차 개조비용에 대하여 감독관은 5,000달러 범위
에서 증액할 수 있다.

8. 우선고용제도
가. 개 요
우선고용근로자(preferred worker)란 업무상 부상이나 직업병으로 더
이상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음을 노동산업부가 증명하는 근로자
를 말하는데 이것이 장해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산재로 인
한 부상으로 인하여 원래의 사업장으로 돌아가 이전에 하던 일을 더 이
상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업주가 워싱턴주 산재보험(Washington State Fund)에 가입한 경
우 사업주는 우선고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재정적 이익을 얻게 된다.
사업주는 우선고용근로자의 고용일로부터 3년 동안 사고기금(accident
fund)과 의료기금(medical aid fund)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와 우선고용근로자는 단지 보충연금(supplemental pension) 보험
료만을 납부하면 된다.93)
93) 사업주의 계좌가 주기금(the state fund)에 개설되면, 사업주에게「보험료율 통
지서」가 발송된다. 여기에는 종합보험료율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자 1
인의 시간당 보험료율의 총합, 즉 사고기금요율, 의료기금요율, 보충연금요율
등 세 가지 보험료율의 총합을 의미한다. 소득대체급여, 직업재활비용, 장해연
금 등을 충당하기 위한 사고기금의 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된다. 그러나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금과 장해급여 수급자의 추가지출 생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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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기 위한 보충연금 보험료(51.32.073)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한다. 사업주가 우선고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고용일로부터 3년까지 우선
고용근로자에게 대한 사고기금요율과 의료기금요율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보
충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업주와 우선고용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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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의 자격
산재근로자는 노동산업부가 그에게 적절한 업무를 찾아 주기 위해 사
업주를 변경해야 한다고 인정하거나, 직업상담원이 그의 노동시장에서
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고용근로자 지위를 갖도록 권장하는 경
우 우선고용근로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직업상담원
이나 노동산업부를 통하여 우선고용근로자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데,
노동산업부는 산재승인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우선고용근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 사업주의 자격
자가보험 사업주이든 산재보험(Washington State Fund)에 담보되는
사업주이든 우선고용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고용일
이전에 우선고용근로자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근로자의 산재 당시의
사업주가 아니어야 한다.
라. 고용절차
사업주가 우선고용근로자를 고용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고
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고용근로자 고용의향서(Intent to Hire a
Preferred Worker)를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의향
서를 접수한 노동산업부는 우선고용근로자 혜택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
주의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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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재가 발생한 경우
우선고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주요 혜택 중 하나
는 추가적인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 즉 우선고용근로자가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업무상 부
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보험급여는 노
동산업부의 2차 재해기금(second injury fund)으로부터 지급되며 사업
주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나 벌과금은 없다. 이를 위해 워싱턴주 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고보고서(the Report of Industrial Injury or
Occupational Disease)를 노동산업부에 제출하여 우선고용근로자가 연
루되었음을 통지하면 된다. 만일 자가보험 사업주에게 고용된 우선고용
근로자에게 고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이 발생
한 경우, 그 사업주는 그와 관련된 모든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하
지만 치료종결된 후 자가보험 사업주는 비용이 우선고용근로자에 대한
것이었음을 노동산업부 자가보험부에 통지하여 해당 비용의 변제를 요
청할 수 있다.
이처럼 2차 재해기금은 산재근로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산재근로자에게 다시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
한 경험평가벌과금(experience rating penalties)이나 부상비용도 사업주
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가보험 사업주의 경우
에도 일단 2차 재해기금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바. 우선고용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우선고용근로자가 고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장을 떠날 경우, 사업
주는 노동산업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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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험급여의 처리절차

1. 사고신고
가. 절 차
근로자는 업무에 의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자신의 상태를 사업
주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태와 그 원인에 대해 알 필요
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클레임을 기각하라고
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고발생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적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는 의사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임을 밝혀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산업부에 클레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고보고서
(Washington State Fund Report of Industrial Injury or Occupational
Disease)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1년 이내
에 노동산업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호흡기질환이나 청력 손실과
같은 직업병일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직업병 확인 진단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노동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고보고서 양식은 워싱턴주 내의 의사 사무실(Clinic), 의원 및 병원,
노동산업부 지부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사고보고서는 근로자, 의사, 그
리고 사업주가 작성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는 근로자
용 사고보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정보, 임금 정
보, 산재발생 일자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다. 의사는 근로자를 진찰하
고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한 후에 의사용 사고보고서에 진단 및 치
료의 결과,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일수 등의 정보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작성한 사고보고서와 함께 노동산업부에 송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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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사고보고 절차
접수확인서 통보
노동산업부
사고보고서

근로자

담당의사
사업주

한다. 이때 의사는 사고보고서의 사업주 부분을 사업주에게 발송하는데,
사업주는 이를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한다. 사고보고서를 작성함
에 있어 사업주는 특히 임금액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는 휴업급여(time loss benefit)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총임금과 노동시간, 부양가족 수 등을 보고한다.
노동산업부는 의사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면 클레임 접수통지(Notice
of Claim Arrival)를 클레임 번호와 함께 편지나 전화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만일 근로자가 의사를 방문한 지 또는 응급실에
서 치료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노동산업부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으면 근로자는 의사가 그 신청서를 노동산업부에 송부한 날짜에 대
해 의사에게 문의하여 보상처리절차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나. 의사의 보고의무
사고보고서 중 주치의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특별보고서라고도 한다.
의사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ICD-9-CM 코드에 의한 진
단명, 객관적 및 주관적 증상, 증상과 산업재해와의 관계, 언제 치료가
끝나며 상태가 안정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필요한 치료프로그램 및 소
요기간․방법, 예후, 예상되는 직장복귀 일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상
되는 영구장해의 가능성도 기록한다.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면, 주치의는 그 근로자의 직장
복귀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시
해야 하며, 신체적 능력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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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적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경우 노
동산업부는 신체능력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체능력 평가는 노동산
업부의 인가를 받은 직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수행되는데,
노동산업부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부상이 산재라고 생각할 때는 의사에게 이를 알릴
책임이 있지만, 의사 역시 환자상태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
다면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고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사가 환자의 주치의가 아니어도 근로자에게 사건보고가 기록되
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기록된 사고보고가 없다면 즉시 작성하여 노동
산업부나 자가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250달러 이내
의 벌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건보고가 기록되고 근로자와 의사가 주치의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면 근로자는 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근로자의 의무
1) 보험자와의 관계
근로자는 사업주, 의사 및 보험자와 협력함으로써 자신의 보상이 원
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의 회
복을 돕고 가능한 빨리 직장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보험자는 근로자가 자격을 갖춘 모든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노동산업부
의 요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보험자
가 요청하는 의료진단을 받아야 하며, 가벼운 업무 또는 과도기적인 작
업을 포함하는 직장복귀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의사, 사업주 및 보험자
에게 협력하여 가능한 조속히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
또한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의사를 변경할 경우(변
경 이유 포함) 또는 급여와 관련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사회보장
수당을 포함한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거나,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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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험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업주와의 관계
근로자는 사업주와 계속 접촉해야 하며 업무중 부상 또는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 근
로자가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경우, 회복기간 동안 할 수 있
는 보다 가벼운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업주와 상의하면 보험
자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장복귀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3) 의사와의 관계
근로자는 의사와 의사소통을 계속해야 한다. 의사와 보험자 사이의
의사소통은 원활한 수당지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근로자는 부상으
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담당의사가 정기적으
로 노동산업부에 우송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의사는 근로자가 일
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원인과 제약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자는 또한 현재의 치료 계획에 관한 의사의 의료보고서를 정기적으
로 요구하게 된다.
라. 의사의 변경(transfer)
근로자는 현재 의사의 치료로 인해 별 다른 진전이 없다고 느낄 경우
의사를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의사를 변경하거나 다른 의견을 구할 경우
먼저 보험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험자를 접촉하거나 또는 가
장 가까운 노동산업부 서비스센터를 통해 의사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의사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치의가 필요한 진단 검사를 끝내고
적절한 치료법으로 치료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지
난 다음에 한하여 의사변경을 승인하고 있다. 의사를 변경하는 합리적
인 요구는 거부되지 않으며, 거부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이유에 대
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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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이후의 주치의 선택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사
변경이 인정될 때 새로운 주치의는 이전 의사에게 근로자 치료기록 사
본을 받아야 한다. 이전 주치의가 가진 X-rays는 즉시 새로운 주치의에
게 보내야 한다. X-rays와 다른 기록의 사본은 원본을 대신하여 제공되
어야 한다.
노동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또 다른 의사나 전문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즉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지리적으로
더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주치의가 노동산업부의 규칙을 어
기거나 협조하지 않았을 때, 휴업상태에서 업무복귀로 합리적인 호전이
보여지지 않을 때, 특수 치료가 필요함에도 주치의가 행할 수 없거나 주
치의의 면허 범위 밖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노동산업부나 자가보험자
가 의사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근로자가 규칙에 따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주치의를 선택하는 것을 비합리
적으로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 노동산업부는 새로운 주치의를 선
택할 수 있다. 이때 주치의가 치료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주치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컨설턴트나 특수 검사자로 의사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변경은 노동산업부가 판단하여 근로자가 생산적으로 사회에 복
귀하는 데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인정되고 있다. 근로자의 치료가
다른 의사에게로 이전되었을 경우 각 의사는 각각의 책임부분을 분리하
여 진료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료비 지불은 노동산업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3-5] 의사변경 절차
근로자

승인
보험자

요청
의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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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주와 의학적 정보 교환
사업주는 근로자의 현재 의학적 상태를 인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
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사는 신체적 능력, 신체
적 제한이나 가능한 업무 복귀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한
다.
주치의는 사업주가 제안한 업무의 신체적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주가 제안한 직업을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사업주가 업무를 제안할 때는 그 직업이 적절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직업명, 업무에 관한 설명, 업무 시간표,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
해야 한다.
사업주가 의사의 신체능력 측정, 주치의에게 제출된 제안된 직업에
필요한 신체적 요구사항과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의사에게 의뢰한 경우 의사는 노동산업부에 그 비용을 청
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요청하여 신체적 능력이나 제한을 사정한 기록을 제공할 경
우 14.74달러(1일 1회), 주치의가 사업주가 제출한 직업을 인정하거나
거절하는 기록을 제공한 경우 23.59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사업주가 제
안한 직업에 관한 직업분석 포함하며 1회 청구). 이 비용은 노동산업부
나 기타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의뢰할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휴업급여
의사는 근로자의 상태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며 또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사고보고서(the
Report of Industrial Injury or Occupational Disease)를 작성하여 노동
산업부에 우송해야 한다. 이 양식에서, 의사는 근로자가 며칠 동안이나
일을 할 수 없을 것인지에 대해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에게 휴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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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격이 주어지면 최초 수표 지급액은 이 예측 일수와 사업주가 제공
한 정보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휴업급여는 산재 발생 직후부터 계산하여 근로할 수 없는 날이 3일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다. 산재 발생일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에도 여전
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면 처음 3일에 대해서 근로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의사가 사고보고서에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다고
기술하면, 노동산업부는 그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
로자에게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모든 진행과정을 통보받
게 된다. 만일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액과 급여기간 등에 대하여 통보받으며 지난 한 달 동안
근로자에게 행해진 의료적 처치에 대하여 “Firm Statement of Award”
를 통해 통보받는다. 또한 근로자의 청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도 통보
를 받게 되는데 이로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 완전장해로
서 보장되는지 부분장해로서 보장되는지의 여부도 알게 된다.
사업주는 이러한 보고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에게 할당
되는 부상비용을 알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다 지급된 휴업급여나 의료
비용을 감시할 수도 있다. 특히 청구비용은 사업주의 보험료율을 계산
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3. 최종보고
장해급여 지급 여부는 주치의 최종보고서(PFR, Physician's Final
Report) 작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또는 신
체적 상태가 안정되면, 안정 일자를 표시한 최종보고서를 노동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치료종결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필요하다. 근로자
는 산재와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치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환자가 져야 한다.
주치의 최종보고서는 보험자가 주치의에게 보낸 편지 양식으로 보험
자에 따라 그 양식은 다르지만 현재 근로자 치료에 관한 상태, 치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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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되었는지의 여부, 부상과 관련한 영구장해가 잔존하는지의 여부,
주치의가 장해등급을 결정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작성하
게 된다. 주치의 최종보고서는 주치의에게만 허용되고 또한 보험자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에만 작성하게 되며 노동산업부는 이에 대한 비용을
주치의에게 지급한다.

4. 진료비 지급
가. 절 차
보험자의 업무상 재해가 승인되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는
없다. 의사, 의원, 치료사 및 약국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근로자
를 치료한 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보내 진료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의사가 근로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의사에게 연락하여 청구서를
노동산업부에 보내도록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산재 승인이
확실치 않을 경우 의사는 근로자에게 청구서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런 경
우 청구서 사본을 보관하고 또 하나의 사본을 보험자에게 보내어 산재
승인이 되면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보험회사에 의료비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의료비를 지급
해야 한다.

[그림 3-6] 진료비 지급절차
의료기관
의사․약사

의료비 청구
노동산업부
청구서 제출

청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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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자문위원회
워싱턴주 의학협회에는 9명으로 구성된 자문 및 이용 위원회(advisory
and utilization review committee)가 있다. 이들 중 1명은 워싱턴주 정형외
과협회에 의해 지명된 정형외과 의사이며 나머지 구성원은 가정의 또는
일반의, 정형외과, 신경병 또는 신경외과, 일반외과, 물리요법 및 재활,
정신의학, 내과, 그리고 산업의학 분야 중에서 선출된다.
위원회는 의료 및 재활, 의료의 품질 관리 및 감독, 그리고 규칙과 규
제의 제정 등 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산업부의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 또한 노동산업부와 의료제공자간의 분쟁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노동산업부에 조언 등 도움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의사, 노동산업부, 사업주의 역할과 관련하여 의료단체를 교육하도록
노동산업부에 조언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월별로
또는 필요에 따라 모임을 갖는다.
다. 의료평가(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s : IMEs)
1) 의료평가의사의 자격
의료평가는 보험청구에 대한 행정결정을 내리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 약 80%의 의료평가는 의사가 제공한 치료를 통해 최대한의 의료혜
택을 근로자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로 인하여 영구장해가 발
생하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의료평가는 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사에게 검진 요
청이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기적으로 새로운 의사
들이 추가되고 있다. 의료평가는 의사 개인 또는 의료팀(panel companies)
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다.
의료평가의사(Independent Medical Examiner)의 자격은 희망하는 의
사가 신청서(서식 33 참조)를 노동산업부(L&I)에 제출하면 노동산업부
가 심사하여 결정하게 된다. 결과를 서면으로 의사에게 통보하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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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리고 승인검진명단(Approved Examines List)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자격이 주어진다. 의료평가의사는 내․외과, 정형외과, 족병학(podiatry),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치과 분야의 면허를 가져야 한다.
2) 의료평가 시기
노동산업부가 의료평가를 근로자에게 시행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학 검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 주치의, 근로자, 또는 보험자가 상태 평가를 요청했을 때
- 근로자의 장해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 치료의 유형이나 기간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 근로자가 요양을 청구하거나 종결하고자 할 때 또는 재요양을 원할
때
-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appeal)를 제기하거나 재심(reconsider)을 요
청할 때
3) 검진비용
진단비용과 이에 관련된 여비는 노동산업부가 지급한다. 필요하다면
식사, 숙박, 택시요금, 주차비, 통행료 등이 지급되므로 영수증이 필요하
다.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
로자 이동경비청구서(Injured Worker Travel Expense Voucher)를 작
성하고 근로자와 의사가 양식에 서명하여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
다.
4) 평가절차
보험자는 검진하기 최소 14일 전에 근로자에게 편지를 보내 검진 장
소와 시간을 알린다. 이를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다. 만약 검진
일자를 조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노동산업부에 알려
야 하며 적어도 검진일 5일 전에 통보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나 가까운
지역센터에 알려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날짜에 검진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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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근로자의 휴업급여(time-loss benefit)에서 해당되는 검진비
용을 공제하게 된다.
의료평가의사는 주로 청구된 상태만 검사하고 과거 병력과 청구 파일
에 있는 정보를 검토하게 된다. 의료평가 후 치료는 주치의에게 받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의료평가의사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 검진은 간
단하게 이루어지며 종합검진이나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검진 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제한
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노동산업부가 지정한 의료평가를 받기 위하여 30분 이상 업무를 할
수 없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본 시간에 대해 시간당 급여를
보상받게 된다.
라. 자문의(Health Care Consultants)
산업의학, 정형외과, 카이로프랙틱, 화학물질 민감성(chemical sensitivity),
물리치료, 족병학에 전문의로 이루어진 자문의는 노동산업부와 계약을
통해 진료비 청구 심사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매월 약 400건을 다루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 장해등급, 재청구, 진단, 수술, 치료, 투약에 관한 조
언 등을 제공한다. 현재 노동산업부에는 8명의 컨설턴트가 일하고 있다.
마. 치료 안내지침 개발
의료국(the office of the Medical Director)에서는 의료인 단체와 긴
밀히 협조하여 산재근로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치료지침을
개발한다. 지침은 요추융합술, 요추부 MRI 적응증, 약 처방과 같은 영역
을 다루고 있는데, 의사는 이 지침을 따르도록 권유되지만 절대원칙은
아니다. 대신 최선의 의학적 판단을 내려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해석하
도록 한다.
지침의 개발은 의학 문헌을 검토하고 지역의 의료행위 표준을 고려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Washington State Medical Association과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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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Chiropactic Association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바. 의료수가체계
산재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의료수가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며,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s)는 워싱턴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에 따라 보상하는 서비스, 기초단위와 시간단위
를 가지고 지급 가능한 마취서비스의 지급수준 등을 계산하는 데 이용된
다.
워싱턴 RBRVS 서비스의 환산지수는 49.60달러(2001년)이다. 수가기
준표는 서비스의 보상수준을 열거하고 있다. 기초단위와 시간단위에 의
해 지급되는 마취서비스는 분당 2.70달러, 즉 15분당 40.50달러이며 기
초단위와 지급사항은 수가기준표에 수록되어 있다.

5. 재요양
가. 지급기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에 의해 산재로 인해 야기된 장해가 악화되어
추가적인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근로자의 요양은 재개설될 수 있다.
의사의 치료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양이 가능하며 상태의
악화로 인한 재요양 신청양식(서식 23 참조)이 필요하다.
재요양에 대한 노동산업부의 결정은 대부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재요양 신청에 관한 최종 조치에 관계없이 검사, 진단 및 휴업급여를 지
급할지 여부의 결정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은 노동산업부가 부담한다.
재요양이 허용된 경우 노동산업부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하
여 이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노동산업부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필요한 치료가 지
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요양이 거부되면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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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원하거나 영구부분장해급여를 원해서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종결 기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재요양 청구를 해야 한다.
시력장애와 관련된 경우에는 요양종결 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요양
을 청구해야 한다.
재요양을 위한 양식은 의사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다. 의사가 이를 갖
고 있지 않을 경우 노동산업부의 서비스센터에 서면이나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와 담당의사는 재요양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노동산업부
에 우송하게 된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상태의 악화로 인한 재요양 요청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의학적 및 외과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구완전
장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년간의 재요양 기간 제한은 첫 요양 종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
부터 계산되며 이 기간 제한은 부상을 입은 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된다. 종결이 198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요양에 대해서 요
양종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 종결에 의학적 권고, 조언 또는 진찰 서
류가 포함되어야 하다. 1981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요양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1981년 7월 1일과 1985년 7
월 1일 사이에 발한 최초 종결 명령은 본 조항을 목적으로 1985년 7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의학적 권고 또는 조언에 근거하여 최종 종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 간호사(부문별) 또는 간호센터로부터 문
서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의사 또는 간호센터는 개인사업
자이거나, 상담그룹의 일원이거나, 기업, 회사 또는 주정부 기관에 고용
된 자일 수 있다.
나. 절 차
요양이 종결된 지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근로자는 재요양을 위한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상태의 악화에 대한 의학적 입증 서류를 수반하
지 않는 비공식적 서면 요청도 재요양 요청으로 성립되지만,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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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요청에 대한 처리는 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신청은 근로자와 의사가 노동산업부에서 제공하는 재요양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일어난다. 상태의 악화에 대한 의학적 입증
서류를 수반하지 않는 비공식적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근로자에게 작
성해야 할 신청 양식을 신속히 제공하게 된다.
만일 최초 종결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7년 이내에 그 상태와 관련된
장해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증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공식적인 재요
양 신청이 있으면, 노동산업부는 재요양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최초 지급을 해야 한다. 만일 그 신청이 장해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증명을 포함하지 않으면, 14일 기간은 그러한 증명을 접
수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만일 재요양 신청이 수락되면 보험급여는 지
급될 것이고, 재요양 신청이 기각되면 그 근로자는 지급된 급여를 상환
해야 한다.
1988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 재요양 신청은 노동산업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 그 근로자가 재요
양 신청에 대한 부의 기각을 재고해 주도록 항소하거나 요청한 경우에
는 이 90일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산업부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기간을 60일 연장
할 수 있다; ① 90일 내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위한 일정을 계획할 수
없을 때, ②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위해 출두하지 못했을 때, ③ 독립
적인 의학적 검사가 없어 재요양 또는 거부를 뒷받침할 명확하고 확실
한 증거가 부족할 때, ④ 검사의 일정은 제대로 잡혔지만 90일 기간 내
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보고서가 제
출되지 못할 때이다.
다. 이의신청
요양이 조기에 종결되거나 의사나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판결조치가
내려진 경우 주치의는 판결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서면으
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요청서는 근로자의 현재 상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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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치료 프로그램, 예후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모든 이의신청은 종결명령이 내려진 날 및 그 통지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노동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산업부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
한 재고 요청은 그 조치 또는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사 또는 그
근로자에 의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가 수행될 때, 주치의는 관련 정보들 중에서 근로자로부터 얻은
모든 기록, 과거의 부상 및 질병에 관한 기록, 질병, 나이, 성, 키, 체중,
x-ray 검사 결과 및 검사와 연계하여 실시된 진단 테스트, 그리고 기관
의 정밀 검사 결과 과거와 현재의 질병이 드러난 신체 부위 및 기관들
에서의 음성적 발견 사항을 포함한 모든 발견 사항들을 기록해야 한다.
주치의는 부상의 후유증이 치료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상에 대한 치
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그의 결론을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그 치료
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다. 만일 주치의가 부상의 후유증이 치료된 것을
확인하면, 영구적 손상의 적절한 범주를 기록한다. 또한 보고서에 산재
와 연관성이 없는 상태 또는 손상을 기록하고 진단하며, 그것들이 근로
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생길 수 있는 영구적인 손상의 적절한 범주에 대
해 기록한다.
주치의는 규정된 범주들에 근거한 영구적인 신체 손상에 대해 퍼센트
숫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칙들에 별도로 명시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절차 전문용어(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 현행 의학정보 및 전문용어(current medical information and
terminology CMIT), 질병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dopted ICDA) 또는 표준질병 학술용어에 열거된 대로 진단 및 의료 용
어들을 사용해야 한다. 장해 판정을 위한 검사일정이 잡힌 근로자는 신
체검사 동안 참관할 동행인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며 동행인에게는 커뮤
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통역을 제외한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다. 노동산업부는 장해 판정 검사과정 동안 동행인이 참관할 수 있는 조
건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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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산정기준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산재 당시의 근로자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직업병 원인물질에 노
출되었을 때, 최초로 치료를 받았을 때, 신체적 장애가 왔을 때를 비교
하여 가장 우선하는 때를 기준시점으로 한다.
보험자는 근로자의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목을 명시한
임금명령서(Wage Order)를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러한 소
득산정 항목에는 근로행위 및 부업을 포함한 세전 급여, 의료, 치과 및
안과 치료를 위한 후생비, 근로소득의 일부로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주
택, 식비, 자동차 연료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 산재발생 당시 사업
주와 고용계약의 일부로 받고 있는 각종 보너스, 연방 소득세 납부를 목
적으로 사업주에게 보고한 각종 봉사료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가 계절적, 파트타임 또는 간헐적인 직무에 종사할 경우, 근로
자의 월평균임금은 산재발생 이전 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패턴을 가장
잘 대표하는 특정의 연속하는 12개월 동안 발생한 모든 시간외 수당 및
봉사료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급여의 조정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매년 9월마다 계산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을 연
방의 도시지역 임금소득자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가격지수(CPI-W,
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
에 연동되도록 하였다.
휴업급여는 워싱턴주의 주당 평균임금의 최대비율한도를 초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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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소한 특정비율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당 평균임금은 변하기
때문에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주당 평균임금은 고용보장부(Department of
Employment Security)에서 공표하는 7월 1일자 수치에 따른다. 2001년
7월 1일 현재 주당 최대보상금은 922.23달러이고, 최대율은 주당 평균임
금의 120%를 적용한다. 주당 최저임금은 210달러이며 시간당 최저임금
은 6.90달러이다. 휴업급여는 주법에 의해 정립된 표준공식에 따라 계산
된다. 워싱턴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현재 2002년 1월 1일
부터 유효한 시간당 6.90달러를 받고 있다. 2002년 8월말을 기준으로 이
전 12개월 동안 전국의 CPI-W는 2002년 8월에 비하여 1.6% 증가하였
다. 따라서 워싱턴주에서도 2003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시간당 최저
임금은 11센트가 증가하여 7.01 달러가 된다. 새로운 임금은 농업 및 비
농업 직무에 모두 적용되며 14∼15세 근로자들은 성인 최저임금의 85%
를 지급받는다.

3. 직업병에 관한 특별 규정
가. 인정기준
고용기간 동안 연방, 주 또는 해양산재보험법에 의해 포괄되는 업종
에서 일한 많은 사람들이 석면관련 직업병을 갖고 있다. 이 경우 그 질
병에 대한 책임이 어떤 사업주에게 있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대개 치료가 급하기 때문에 노동산업부는 주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석면관련 직업병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
관적인 임상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경력이 워싱턴
주 내에서 담보되는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석면섬유에 유해하게
노출되었다는 자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산업부가 어
떤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
된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보험자는 근로자가 클레임을 제기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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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간 동안 해로운 물질이나 질병의 위험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노출
될 당시의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던 보험자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양법(the maritime laws) 또는 연방근로자보상법(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에 근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청구했을 경우 그 보험자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 급여 산정기준
보험급여 산정기준은 질병의 징후가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자의 월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만일 근로자가 그 질병이 의학적 치료
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완전장해 또는 부분장해를 일으키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서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그 근로자가 그 질병을 일으킨 산업에
고용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시점에 지급되던 월임금에 근거하여 결정된
다.
또한 근로자가 그 질병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완전장
해 또는 부분장해를 일으키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서 자발적인 퇴직 이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하여 비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 보험급여의 산정은
최종 월임금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보험급여는 징후가 나타난 날로부터 일정에 따라 지급되는데, 징후일
자란 질병에 걸린 일자 또는 보험급여 청구를 제기한 일자에 관계없이
그 질병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완전장해 또는 부분장해
를 일으키는 시점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다. 미결정 승인
1988년 7월 1일 현재의 모든 미결 석면관련 클레임에 대해서 보험급
여를 지급하고 있다. 미결 클레임이란 노동산업부나 산재보험 항소위원
회의 명령에 의해 또는 최종 법원의 판결,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결
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클레임을 말한다.
보상을 승인하는 노동산업부의 명령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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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산재보험 항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까
지 또는 법적 의무를 지는 보험자가 보험급여 지급이 개시될 때까지 계
속 지급한다.
또한 석면관련 클레임에 대한 보험급여는 노동산업부의 의료기금으
로부터 지급되는데, 해양법에 의한 보험자, 연방사회보장, 노령․유족․
장해보험(OASDI,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Act),
42 U.S.C. 이외의 다른 연방프로그램에서 근로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보
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 노동산업부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급여
를 다른 보험자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회수하여 급여의 이중지급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근로자는 자신이 수령하고 있는 사회보장 수당들을 보험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근로자는 휴업급여와 국민연금의 장해급여(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 혹은 국민연금의 퇴직급여(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수당의 합계가 연방사회보
장법이 명시하는 공식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금액을 초과할 경우 휴업급
여는 그 초과액만큼 조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수당 총액이
노동산업부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보다 더 적어지지는 않는다.

5.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워싱턴주 내에서는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
주나 동료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이외의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산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불량제품을 제조하였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산재를 당한 경우이다. 이 경우 불량제품을 제
조한 회사나 개인이 제3자(Third Party)가 된다. 이 경우 근로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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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산업부로 하여금 피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라는 요청
을 노동산업부로부터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
을 경우 노동산업부가 발의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
에도 근로자는 근로자 급여청구와 관련된 비용을 제하고 금전적 합의금
을 지불받게 된다.
근로자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
해서 도움을 받는다.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Third- Party Legal
Action)를 취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산재보험금의 수
령이 위협되지는 아니한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받아야 할
모든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제5절 권리구제

1. 심사청구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
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러한 결정에 항상 수긍할 수 없다. 근로자가 이러
한 불만에 대하여 우선 보험자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산업
부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노동산업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 심사위원회(The Board of Industrial
Insurance Appeals; BIIA)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가 원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는데, 주 상원의 동의를 얻어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이 중 1명은 공공 및 변호사를 대표하는 자로
서 지정된 두 연합회가 추천한 워싱턴주 변호사협회 회원인 3인 이상에
서 주지사가 임명하되,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두번째 위원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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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주 산하 노동단체의 3인 이상 추천을 받아 주지
사가 임명한다. 세번째 위원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로서 주 산하 사업
주 단체의 3인 이상 추천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한다. 각 위원의 초기 임
기는 각각 6년, 4년, 2년으로 하되 그 후로는 모두 임기가 6년이 되고,
연임이 가능하며, 후속위원이 지명되고 주 상원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근무를 계속한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주지사가 후속 위원을
임명하며 이렇게 임명된 위원은 잔여임기만 채우게 된다. 위원이 질병
이나 개인적 사유로 30일 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주지사가 임시위원을
임명하되 공석기간만 채우게 된다.
위원회의 업무량이 폭주할 경우에 주지사는 추가로 2명까지 임시위
원을 둘 수 있다. 임시위원을 임명할 때 주지사는 이들의 임기를 정확히
밝혀야 하며 기왕에 노동단체 및 사업주 단체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임시위원 1인은 근로자를 또 다른 1인은 사업주를 대표
하게 된다. 위원들은 임기기간 동안 위원회 업무에만 전념해야 하며 규
정에 따른 보수가 지급된다.
위원회의 분쟁 해결 처리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 내를 순
회하는 산업 항소 판사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 판사들은 분쟁 해결 처리
의 일부로 예비 협의 및 심리를 수행한다. 위원회(BIIA)는 다양한 분쟁
들을 심리할 권한이 있지만, 그 중 세 가지 주요한 유형은 ① 산재보험,
② 산업안전보건법(the Washingt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ISHA)의 안전조항, ③ 범죄 희생자 보상에 관한 사항이다. 모든 다양
한 유형의 분쟁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소는 산재보험
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는 클레임이 기각된 노동산업부 결정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지
60일 이내 심사를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노동산업부의 결정이 부당
한 이유에 대하여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노동산업부가 심사
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산업부가 심사청구 요구를 받게 되면 근로자의 클레임에 대한 심사
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근
로자가 노동산업부의 심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승복할 수 없으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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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심사․재심사 절차

근로자

60일
이내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30일
이내
재심사위원회

주고등법원 항소

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Washington State Superior Court)에 재심
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 의한 중재 회의는 당사자들이 한 명의 중재 판사와 함
께 비공식적 모임을 갖는 것인데, 회의 방식은 유선 또는 당사자들의 회
의로 열릴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의 유형, 장소 및 시간을 모든 당사자
들에게 통지한다.
이 중재 회의의 주요 목적은 공식적인 심리 없이 항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재 판사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상호 받아들일 만한 타협
점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도움은 한 당사자 또는 전당사자
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관련 위원회나 상호 결정들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심사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과의 재검
토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판사는 노동산업부의 클레임 파일과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검토하며 중재 판사는 요청된 보상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요구
하게 된다. 중재 또는 해결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지를 받았을 때, 근로
자는 증인을 동행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는 심사결과에 뒷받침될 만한 모든 의학적 보고서들과 기타 문
서들을 가져와야 하며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
어야 한다. 중재 동안 여러 가지 다른 해결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모
든 해결 논의는 비밀로 지켜지며 한 가지 가능한 해결 방법은 근로자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의사가 진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원회의
비용으로 실시되지만 모든 당사자들이 사전에 그 진찰 결과에 대해 승
복하도록 합의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그 절차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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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합의는 법률 및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
다. 대개의 경우 의학적 보고서가 합의를 하기에 충분하다. 일단 합의에
도달하면,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관한 명령(Order on Agreement
of Parties)을 발하게 되는데 이 명령은 합의의 조항들을 설명하며 노동
산업부로 하여금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재 판사는 검토되고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범위를 한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중재 판사는 또한 이 항
소에 대해 앞으로 있을 법적 소송을 통제하게 될 예비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중재 판사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실제의 분쟁을 종결짓
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는 않는다.

2. 재심사청구
근로자는 노동산업부의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산
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노동산업부와는 독립
적인 관계에 있는 동 위원회는 근로자, 사업주 및 노동산업부 공히 만족
스러울 정도의 합의에 이룰 수 없는 클레임 이슈에 관해 청문회를 열고,
각자의 주장과 증언을 청취한 후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동 위원
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주 고등법원(Washington State Superior
Count)에 항소 할 수 있다.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
의해 변호사 수임료는 제한되는데, 재심의 결과 증가된 보상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정 최대수임료가 적정하지 않아 요청이
있을 경우 노동산업부나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적절한 수임료 수준
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
심사과정이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건은 심리 판사에 배정된
다. 이 판사는 심리 일정을 잡고 이를 실시한다. 위원회 심리는 상급 법
원에서의 재판과 같다. 근로자 보상 건에 있어서 최초 심리는 그 산재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근로자가 거주하는 구역에서 실시되며 필요한 경
우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최초 심리가 있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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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일자, 시간을 명시한 통지를 받으며 판사는 또 다른 시간에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당사자들이 그들의 증거를 제시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리판사는 그 소송 절차를 주관한다. 증인들은 맹세를 하도록 하며
모든 증언은 법정 보고자에 의해 기록된다. 증거들은 상급 법원에서 사
용되는 증거 규칙에 의거하여 받아들여지며, 이 규칙에 의거하여, 의학
적 보고서와 같은 전문적인 증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 의사가 직접 증언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심리와 법정 재판 사이에 두 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다. 위원
회의 심리에는 배심원이 없으며 위원회 심리는 흔히 도서관과 같은 공
공건물에서 거행된다.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사람이 먼저 증거를 제시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산업부가 그 근로자가 사기로 이익을 얻었다
고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는 노동산업부나 혹은 자가보험 사업주가 먼
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심리가 끝난 후 기록을 재검토하여 결정(Proposed Decision and
Order)이 공표된다. 결정은 판사의 논의와 제시된 증거의 분석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적인 사실의 발견 및 결론이 이어진다. 이러한 결정은 노
동산업부로 하여금 결정에 따라서 지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결정
사항은 3인 위원회에 재고를 위한 청원(Petition for Review)이 제출되
지 않을 경우 접수한 지 20일이 되는 시점에서 최종 결정으로 확정되며,
만일 재고를 위한 청원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채택 명령(Order
Adopting Proposed Decision and Order)을 내린다.
결정사항의 일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자는 위원회에 그것을 재
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항소자는 제안된 결정 및 명령을 접수한 지 20
일 이내에 재고를 위한 청원을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이 되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없게 된다. 20일 기한 내
에 시간 연장을 위한 서면 요청을 함으로써 재고를 위한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청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Board of Industrial Insurance Appeals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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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급 법원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구역 또는
그 부상이 발생한 구역에 있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상급 법원
은 오직 위원회의 최종 명령에 대한 항소만을 심리하며, 산업 항소판사
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위원회로부터 최종 명
령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이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된 기록에 근거하여 재판될 것이다.
근로자 보상 건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
에 관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노동산업부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항
소할 수 있다. 이 건은 판사 앞에서만 재판을 받거나 혹은 어떤 당사자
가 배심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진술의 기회
근로자 자신은 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으며 조언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동행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동행자는
모든 소송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 근로자 또한 일반인(변호사가
아닌) 또는 변호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도 있다.
노동산업부는 모든 소송 절차의 당사자로서 법무부 장관 사무실의 구
성원이 대표가 된다. 자가보험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개인 변호사가 대
행한다. 만일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
다. 변호사는 조건부 수수료 기준으로 건을 맡는데, 변호사가 그 항소에
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데 성공한 경우에만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5. 사업주의 차별행위에 대한 보호장치
사업주가 산재 클레임을 청구하거나 청구할 의사를 가졌다 해서 피해
근로자에게 차별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산업부 조사
국에 차별행위에 대한 고충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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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행위를 목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
로자의 고충서가 이유 있다고 노동산업부가 판단을 하게 되면 노동산업
부는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적 조
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산업부는 사업주와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사
업주와의 합의 사항으로 들 수 있는 것에는 재고용, 소급 임금지급을 병
행한 직장 원상복귀 등을 들 수 있다.

6. 거짓정보에 관한 처벌
산재보험법(Workers' Compensation Act)에 의한 보상에 대한 클레임
을 신청한 자가 클레임과 관련하여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련된
금액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C 범죄(Class C Felony)에 해당되고,
그 관계된 금액이 5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경범죄(Gross Misdemeanor)
에 해당된다.
또한 노동산업부는 부의 명령을 접수한 후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대
행인)가 그 클레임 관리에 비협조적일 경우 보험급여를 삭감,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비협조적이란 노동산업부에 의한 클레임의 해결을 근
로자(또는 근로자의 대행인)가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비
협조란 노동산업부가 요구하는 의학적 검사 또는 직업 평가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거나 주치의 또는 직업상담자와 예정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
거나 회복을 위협하거나 지연시키는 비위생적 또는 해로운 행동을 하거
나,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부터의 회복에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의학
적 외과적 치료를 거부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험자가 근로자와 지정된 대행인에게 검사일로부터 최소한
14일 이전에서 60일 이전 사이에 통지를 우송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약속 시간에 30분 이상 늦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예정된 시간 이후 한
시간 이상 기다린 후 검사나 평가를 받지 못하고 떠난 경우 예정된 검
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 근로자는 비협조로 간주되지 않는다.
노동산업부는 산재보험급여 삭감, 보류 또는 거부 전에는 먼저 근로
자(또는 대행인)에게 보류될 수 있음을 알리고 관리에 대한 비협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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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또는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또한 근로자
는 30일 이내에 그 서신에 대해 답신을 보내야 한다. 이 서면 답신은 그
근로자가 노동산업부에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근로자(또는 대행인)가 비협조적인 것으로 결정되면 근로자가 비협조
에 대한 이유를 요청하는 서신에 30일 이내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될 경우, 노동산업부의 명령을 접수한 후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또는 장래의 휴업급여를 그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어떤
검사, 평가 또는 치료에 대해 노동산업부는 발생하는 비용에서 공제한
다.
둘째, 휴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 보류 또는 거부한다.
셋째, 요양급여를 보류 또는 거부한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클레임과 관계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
다. 근로자는 각종 통지서, 주요한 산재보험법 관련 서류를 노동산업부
에서 수령할 뿐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노동산업부의 요청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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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제1절 의 의

1. 발전과정
일본의 재해보상은 1911년에 제정된 공장법에서 규정된 재해부조제
도를 시초로 제정화되었고 1931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노동자재해부조
법과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그후 제2차 세계대전까
지 다소의 개정보완이 있었으나 그 보상수준이나 적용범위는 불충분하
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존권의 이념, 즉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생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기준법이 제정되어(1947년) 일
본의 노동보호법은 제2차 세계대전 전과는 원리적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 노동기준법의 제정에 수반하여 산업재해의 구제에 관해서도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공장법, 노동자재해부조법, 광업법이 폐지 또는 일부가
개정되어 노동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노동기준법
이 일반적인 노동보호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기준법의
산재보상은 ‘모든 근로자’의 포괄적인 산재보상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노동기준법에서는 안전․위생 규정도 충실하게 되었으나(노동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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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히 중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과 달리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헌법 제28조)됨에 따라 최저기준으로서 노동기준법상의 산재보상
을 자주적으로 개선해 갈 거점이 확보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기준법상의 산재보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각각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에게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 휴업보상 또
는 장해보상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둘째, 보상의 대상은 ‘업무상’의 사상
병에 한정되어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직업
병에 대해서는 직업병 리스트제(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35조)가 채택되
어 있는 것이다. 셋째, 급부의 종류로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중단보상을 정하고, 보상액은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
에 의해 계산하는 정률보상방식인 것이다. 넷째, 행정청의 지도․감독이
있고,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예정되어 있는 외에, 특별 심사․중재제
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로,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조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산재부조의 기본적인 틀
을 단순히 계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경찰기구와는
다른 감독기관이 정비되고, 심사․중재제도와 직업병 리스트가 실시되
었다. 그리고 급부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히 명칭이 ‘부조료’에서 ‘보상’으
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폐지시점의 공장법의 내용과 비교하면 보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곱하는 일수도 거의 배로 되었다. 이는 제2
차 세계대전 전의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인데, 산재보상의 발전이라
고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제정이
후 휴업보상에 대한 슬라이드제의 도입(1952년, 제76조 제2항), 유족범
위의 변경(1965년, 제79조), 산재보험법과 급부의 조정(1952년, 제84조
제1항), 심사․중재에 의한 시효의 중단(1962년, 제85조 제5항), 직업병
리스트의 개정(1978년,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35조) 등에 관하여 개정
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변경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노동기준법과 동시(1947년)에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법)이 제정되어 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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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급부와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법을 흡수하고, 정부가 관장하는 통
일적인 산재보험이 창설되었다(단, 선원과 공무원을 제외). 그런데 산재
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는 그 성격 구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노동기준법에 근거한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보
험으로서가 아니라, 노동기준법과는 일단 별개의 근로자를 직접 대상으
로 하는 근로자보험이라고 정의되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제도와
달리,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
험급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정시의 산재보험은 노
동기준법 적용사업의 모두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노동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은 완전한 대응관계에 있었던 것
은 아니지만, 입법 당시의 당국의 견해로는 산재보험은 어디까지나 ‘노
동조건을 보험화 한 것’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또한 산재보험급부의 내용은 소액 요양비의
비지급과 휴업보상급부에 7일간의 대기가 존재하고 있던 이외에는 노동
기준법의 재해보상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재보험법
상의 재해보상의 사유는 노동기준법상의 그것으로 하는 뜻의 규정이 있
었다(산재보험법 제12조).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은 기껏해야 노동
기준법의 재해보상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법으로 보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이론적 관심은 주로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
법적 성질 규명에 쏠렸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의 학설에서
는 단결권의 법적 인정이 실현된 점에서 재해보상을 시민법에 대한 비
판․수정 위에 성립하는 노동법상의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재해보상을 재해의 보상으로 보는 경우도 개별 사업주 책임의 명
확화를 의식하여 불법행위이론의 사회법적인 발전단계의 것으로 취급
되었다. 더욱이 재해보상을 생존권 또는 노동권 이념이 구체화된 것으
로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부터 업무상 재해는 빈발해 왔다. 그러나 1950
년대 후반부터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해의 대규모화, 재해업종의
확대, 새로운 직업성 질환의 발생, 정신․신경질환 및 통근중 재해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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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이 현저하게 되고, 또한 산업재해는 전산업․전기업(全企業)의 문
제가 되었다. 산업재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것은 미쯔이미이
케 탄진(三井三池炭塵) 대폭발(1963년 11월 9일)이다. 이를 계기로「노
동재해방지단체법」(1964년)을 비롯하여「탄광재해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증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년), 노동기준법 제5장 안전 및 위생의
부분의 분리․독립에 의한「노동안전위생법」(1972년), 기타의 안전․위
생관계 법령이 제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도 산업재해 문제의
발전을 촉진했다. 예를 들면, 지역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총평(總評)은 1966년, 일본 근로자 안전센터를 설립하고, 그 다
음해에는「가산」보상투쟁을 제기했다. 그리고 “저항없이 안전없고, 안
전없이 노동없다”라는 슬로건과 “근로자는 생명까지는 팔지 않는다”라
는 주장에 상징되는 계약의식과 인간의 존엄의식이 생성․발전되고 있
었다. 산재보험법 제정 이후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달리 위와 같
은 산업재해 문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수차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60년과 1965년의 개정이며, 여기에서는 입법
후 현재까지의 개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급부방법의 변화
종래 일시금 지급이 중심이었던 급부에 연금 및 서비스급부가 도입․
확대되었다. 연금화의 최초는 장기 상병자 보상제도의 도입(1960년 개
정)이었다. 이는 종래의 중단보상제도를 폐지하고, 장해보상 중 제1급부
터 제3급의 것에 대하여 3년에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는 주로 유리나 돌의 파편을 흡입해서 발생하는 직업병에
규폐(珪肺)에 대한 규폐투쟁의 성과라고 보아도 된다. 즉 1947년의 아시
오(足尾)에서의 규폐박멸을 요구하는 마을 주민대회를 계기로 하여 규폐
에 대한 특별법제정요구운동이 개시되어 이것이 소위「규폐2법」의 제정
에 연결되었고 산재보험법에 흡수하는 형태로 이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연금화는 1965년 개정에서 더욱 확대되어 장해보상의 7급까지 원칙
적으로 유족보상이 연금화되었다. 그리고, 장기상병자 보상은 장기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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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급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내용도 요양 또는 비용 및 연금이 되었다.
그 이후 1976년 개정에서는 상기의 장기상병보상급부가 폐지되어 상병
보상연금이 마련되었다. 이는 업무상 상병이 요양개시 후 1년 반을 경
과해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 그 불치병의 정도에 따라 요양보상급부에
가산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산재보험법 제12조의 8 제3
항). 또한 보험급부와 병립하여 리허빌리테이션 등의 서비스 급부도 충
실화 되어 1976년 개정에서는 종래의 보험시설에 더하여 노동복지사업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산재보험법 제2조의 2, 제23조).
나. 적용대상의 확대
산재보험법 제정시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
기타 일정사업이 강제적용사업으로 되었다. 그 이후 1965년 개정시에는
전면 강제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의 의무로 해서(개정법 부칙 제12조), 1968년의 산재보
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전사업에 강제 적용
되게 되었다. 그리고 5명 미만의 사업소도 1969년 개정에 의해 정령으
로 정하는 날로부터 전면 강제적용이 시행되게 되었다. 1972년 4월1일
부터의 시행을 정한 위에서 말하는 정령에서는 상시 5명 미만의 상업․
서비스업 등은 잠정사업을 제외하고 ‘전면적용’이 실현되었다. 그런데
적용대상의 확대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인적측면으로서 1965
년 개정에서 중소사업주, 1인 경영자 등의 근로자 이외의 자의 특별가
입제도를 두어 그것을 확대했다(1976년 개정)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
고의 측면에서 통근재해에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부를 인정하였다
(1973년 개정).
다. 급부의 개선
일본은 급부에 관하여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급부액 인상
(1970, 1974, 1976, 1980년 개정 등)과 급부기초일액 산정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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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개정, 산재보험법 제8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9조)이다. 둘째로
는,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급부액을 슬라이드시키는 슬라이드제가 우
선 휴업보상에 대하여 도입되어(1952년), 그 후 장해보상연금 기타에도
확대되었다(1960, 1965, 1974년 개정). 그리고 슬라이드제의 임금수준의
변동폭 축소(1976, 1980년 개정)와 슬라이드율의 계산기초가 되는 기간의
역년에서 연도단위로의 변경(1976년 개정)이 이루어졌다. 세번째로, 복지
제도로서의 특별지급금제도가 도입되었다(휴업․장해․유족․장기상병
의 각 특별지급금으로 1974년의 노재보험특별지급금 지급규칙 제정에 의
함). 예를 들면, 휴업특별지급금의 경우 그 액수는 1일당 급부기초일액의
20%이기 때문에 휴업보상의 60%와 합쳐서 80%로 되었다. 그리고 1976
년의 전기 노동복지사업의 도입에 따라 상기 성령을 개정하여 보너스를
지급액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소위 보너스특별지급금제도가 마련되어(동
상 규칙 제6조) 급부개선 등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또한 상기 외에 급부
액에 관계하는 개정으로서 다른 사회보험급부와의 조정(1976년 개정, 산
재보험법 별표 제1) 및 민사손해배상과의 조정규정의 정비(1980년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라. 수급권의 보호
당초부터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또는 유족에 수급권을 직접 인정했는
데, 1965년 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보험료 체납 등의 귀
책사유가 있는 경우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종래의 방식을
고쳐서 전액을 지급한 뒤에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게 되었
다(단,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중과실 등이 있는 경우를 제
외). 그리고 1969년 개정에서는 강제적용사업의 미신고중의 보험사고에
관한 비용징수제도는 폐지되었다.
마. 국고부담의 도입
1960년 개정시에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보상비 및 장기상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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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의 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부담이 실현되었고, 1965년 개정에
서는 사무비 및 전종류의 급부에 보조가 가능하게 되었다(산재보험법
제34조의 2).
바. 산재보상제도의 ‘사회보장화’
이상과 같이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재보험제도 전체에 다음
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산재보험법이 급부의 종
류․내용의 점에서 노동기준법을 넘어서 산재보험제도의 중심적 위치
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로, 산재보험제도가 손실보상보다 산재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보장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연금화
의 확대, 근로자 이외의 자의 특별가입, 노동과정 외의 통근재해 보상,
국고보조 도입 등 전통적인 노동보호법상의 산재보상의 틀을 넘는 제도
가 더해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이다. 이 점에 대
하여 한편에서는 산재보상을 근로자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일
반생활상의 사고에 대한 보장의 일환으로 보고 통일적인 사회보장제도
안에 통합해 가는 것을 동제도의 발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이러한 ‘사회보장화’ 자체에 반대하는 견해와 사회보장으로의 접
근경향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전망에 경계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어느
쪽이건 ‘사회보장화’가 산재보상의 발전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중
요한 것은 ‘사회보장’의 내용과 그 충실화를 지탱하는 기반의 문제이다.

2. 일반적 특성
가. 노동기준법에 기초한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재해나 통근재해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하여 산재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소정의 보험급부를 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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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에서는 제75조 이하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그로 인해 요양과 휴업을 필요로 하고 장해가 남고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요양보상, 휴업보
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또는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노동기준법에서 사업주에게 의무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재해보상의 실시를 보험제도로 담보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재보
험법은 그 입법 당초에는 보험급부의 내용도 그 액수도 노동기준법의
그것과 동일했다. 그러나 1960년의 법개정에 의한 일부 보험급부의 연
금화에 이어서 1964년의 법개정에 의한 대폭적인 보험급부의 연금화와
1975년의 법개정에 의한 통근재해보호제도의 창설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노동기준법의 그것과 상당히 달라졌으나, 법의
목적, 성질 등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법은 여전히
노동기준법상의 개별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따
라서 노동기준법상의 각각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해서는 산재보
험법에 의한 각 보험급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되어 있다.
나. 재 정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해보상은 사업
주의 책임이므로 보험료는 사업주만이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보험과 같이 근로자 부담분은 없다. 단, 국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이 업무 외의 상병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 일정한 의료 등을
보장하고 후생연금보험이 노령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위하
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려는 데 대하여, 산재보험은 업무재해 또는 통
근재해에 의한 가득능력 손실을 회복시키고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지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른 보험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이 ‘능력에
따른 보험료 징수와 필요에 따른 급부’를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산재보
험의 경우에는 ‘책임에 따른 보험료 징수와 필요에 따른 급부’를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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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의 보험사고인 업무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
야 할 자는 사업주이므로 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사업에
서 업무재해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게 된다. 즉 사업주가
재해방지에 성과를 올리면 보험료는 저렴해 지고 재해방지에 태만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책임에 따라 공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 통근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주의 등에 의해서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가피적으로 생기는 사회적 위험이며 또한 업
무와 밀접하게 관련한 행위인 점에서 모든 사업주의 공평한 비용부담에
의해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근재해에 관련된
보험료율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률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과로사’ 등의 산재인정건수가 증가 경향에 있고 그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상
황이다.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행하는 건강진단시, 근로
자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발생에 관련하는
고혈압, 고혈당 등의 이상 소견이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 뇌혈관 및 심장
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하는 2차 건강진단 및 그 결과
에 근거한 보건지도를 받을 수 있는「2차 건강진단 등 급부」가 창설되
어 2001년 4월 1일부터 도입되게 되었다.
다. 적용대상
산재보험법은 적용이 제외된 일부의 사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
든 사업에 적용된다. 이와 같이 법률상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적용사업이라고 한다. 산재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
동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을 보험에 가입시킬 필요가 있기 때
문에 근로자를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사업으로 하고, 당
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입이 의무이다. 이 적용사업에 대
해서는 그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동적
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법률상 당연히 산재보험법
이 적용된다고 하는 강제적용(당연적용)방식은 산재보험에 한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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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
와 같이 잠정적으로 임의적용사업으로 되어 있다.
농림수산업의 사업 일부는 잠정 임의적용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① 농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5명 미만의 개인경영사업
이며, 특정한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을 주로 행하는 사업 이외의 것, ②
임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상시는 사용하지 않고, 또한 연간 사용 총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개인경영의 사업, ③ 수산업의 경우에는 근로
자 5명 미만의 개인경영사업이고, 총 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것
또는 재해발생의 염려가 적은 특정 수면 등에서 주로 조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잠정임의적용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가의 여
부는 사업주의 의사와 그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에 맡
겨져 있으며, 사업주가 정부에 보험가입의 신청을 하고 정부의 인가가
있을 때 처음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라. 위험의 유형
노동기준법(이하 ‘노기법’) 및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
을 받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하 ‘상병 등’)의 범위에 대해서
는 노기법 제75조 이하에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등의
규정이 있다. 산재보험법 제1조에 “업무상의 사유‧‧‧‧ 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는 규정이 있을 뿐으로 업무상의 질병
에 관한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이하 ‘노기칙’)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업무상 이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은 업무상의 상병 등의 범위․요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규
정을 정하고 있는 선진 제외국의 재해보상법에 비하여 일본의 재해보상
법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병 등이 업무상의
것인가의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또한 노기법 제75조 등에서 말하
는 ‘업무상’의 상병 등과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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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상병 등과는 산재보험법 제12조 제2항의 ‘전항의 보험급부 ‧‧‧‧
는, 노동기준법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및 제80조에서 규정하
는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 행한다.’라는 규정에서도 밝
힌 것처럼, 동일한 것이다.
업무상의 상병 등은 근로자측에 재해보상청구권(또는 보험급부지급
청구권)을, 사업주(또는 정부)측에 재해보상의무(또는 보험급부지급의
무)를 발생시키는 사유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관계는 실정법에서
는 업무상의 상병 등을 입은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기법 제
8장 및 산재보험법(이하 합쳐서 ‘산재보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
하는 것으로, 물론 민법상의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법의 규정에 근거하
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해보상도 또한 손해보상의 한 형태로, 민법상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채무자 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재해보상법
에 근거한 재해보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등에 의한 손해와의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필요하다. 물론
재해보상법은 업무상 상병 등에 의한 손해의 전부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법에서 정한 손해, 대개 노동능력 내지는 가득 능력의 손
실만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는 점에서 업무와 상병 등에 의한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
의 문제는 업무와 상병 등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로 귀착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필요성은 적어도 질병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노기칙별표 제1의 2」제9호의 규정(‘기타 업무에 기인함이 분명한 질
병’)의 조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지만, 다른 부상 등에 대해서도 같다. 즉
업무상 상병 등은 관련하는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실무상
이 요건을 ‘업무기인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상병 등은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재해보상법은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전부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략 상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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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노동능력 내지 가득능력의 손실만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에서
마찬가지로 손해보상이라 하더라도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법이 채무불
이행 또는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전부(물론 업
무상 상병 등에 의한 손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를 보상하려는 것과
는 다르다. 바꿔 말하면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법의 손해배상규정은 개
별적 계약관계 또는 일반적 사회관계의 손해 일반에 대하여 채권자 또
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것이지만, 재해보상법은 그 노동관계의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하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것이다. 따
라서 업무기인성은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법의 인과관계와는 성립근거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기인성은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
것을 바꿔 말하면 당해 상병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생긴 업무상의 상병
등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당해 노동관계를 근거로 함’을 조건으로 발
생한 것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당해 노동관계를 근거로 함’을
인정 실무상 ‘업무수행성’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관계란
노동계약을 기초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지배종속관
계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수행성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행위 또
는 시간적 내지 장소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계
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관계 개념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기인성이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업무
수행성이 업무기인성의 조건을 성립시키고 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의 제1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물론 그것은
업무수행성이 없으면 업무기인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업무수
행성이 있어도 당연히 업무기인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성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기인성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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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용징수
산재보험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현업의 비상근직원을 제외) 및
선원보험의 근로자 및 농림수산의 산업 중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개인경영의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에 적용된다(근로자이면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고용, 일당직, 파트
타이머, 아르바이트 등을 사용하는 사업도 적용대상). 그러나 실제 가입
률은 60% 정도(1997년도 가입률은 61.9% ; 총무청)이 지나지 않는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
가 산재보험급부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25조에 근거해서 보험급부
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
다.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의 소급징수를 하는 외에도「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 및 노동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
률(제2차분) 등에 관하여」(1987년 3월 30일부 노동성발 노징 제23호․
기발 제174호)에 의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험급
부액의 40/10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총무청이 노동국 18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995∼97년도에 1,418건
4,030,751,000엔이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부가
지급되었고, 그 중 69건 17,791,000엔이 비용으로 징수되었다. 즉 미가입
사업장의 보험급부건수의 4.9%가 징수되었다.
바. 지급제한
1) 근로자의 고의 등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 보험급부가 이루어
지는데, 그 재해에 관해서 근로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는 보험급부의 지급이 제한된다(산재보험법 제12조 2의 2). 즉 ① 근로
자가 고의로 부상 등을 당하거나 그 직접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시킨 경
우이다. 이 ‘고의로’란, ‘사고를 발생시키려고’라는 의미로, 이 경우에는
보험급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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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상 등을 당하거나 그 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은 통달에 의해서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행위가 법령(노동기준법, 광산보안법, 도로교통안전법 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규정에서 벌칙이 있는 것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는 요
양보상급부 및 요양급부(모두 재발부분은 제외)를 제외한 급부에 대해
서 급부 때마다 소정 급부액의 30%를 감액한다. 즉 휴업보상급부, 상병
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부(또는 휴업급부, 상병연금 및 장해급부)에 대
하여 지급할 때마다 소정 급부액의 30%가 감액된다. 단,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상병연금 및 장해연금에 대해서는 요양개시후 3년 이내
에 지급분에 한한다. ③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부상 등의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이
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에 관한 지시’는 의사 등이 그 근로자에 대하
여 요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행한 것이 진료기록 등에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이나 노동기준감독서장이 그 근로자에 대하여 문서로 구체
적인 지시를 한 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1건에 대하여 휴
업부상급부 또는 휴업급부의 10일분 또는 상병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
액의 10/365에 상당하는 액수가 감액된다.
2) 사업주의 고의 등
사업주(사업주를 대신해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를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업무
재해에 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해서 당해 사업주로부
터 보험급부에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비용징수에 관해서 후생노동성은 통달(노동성 통지「노동자재해보상보
험법 제25조(사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의 규정 취급에 관하여; 1972년
9월 30일부 基發 제643호, 개정 1993년 6월 22일부 基發 제404호」)에 의
해 사업주가 법령의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했거나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위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았
으나 그 조치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 경우는 요양보
상급부 및 요양급부를 제외한 보험급부에 필요한 30% 상당액을 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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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급제한 및 비용징수의 실적(전국)
(단위 : 천엔)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지급제한

15,269

27,664

19,444

비용징수

153,109

179,851

191,433

자료 : 총무청.

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 중에서 악질적인 경우는 형사고발조치된
다.
비용징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위해방지를 위한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당해 규정에 명백히 위반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② 법령에 위해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하는 조치가 구체적이
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가 감독행정청에 의해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 그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③ 법령에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
만 사고발생위험이 명백하고 긴박해서 사용자가 행정감독청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고 그 조치를 행하는 것
을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징수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부는 휴업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 유
족보상급부, 장제료이다. 비용징수의 기간은 요양을 개시한 날(즉사의
경우는 사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
생한 건이다. 연금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 기간
에 지급되는 것에 한정된다. 비용징수의 방법은 지급할 때마다 사업주
로부터 보험급부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지급제한 및
비용징수의 실적은 <표 4-1>과 같다.
사. 미지급 보험급부
보험급부는 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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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수급권자가 보험급부를 받지 못한 채 사
망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부(미지급의 보험급부)는 승계하는 데 적합한
자에게 지급된다. 미지급 보험급부의 청구권자는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
연금과 기타의 보험급부와 다르다.
즉 미지급의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연금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함으로
써 그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자가, 또는 기타 미
지급의 보험급부에서, 사망한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
조부모․형제자매이며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 한
자 중 배우자․자녀․부모․손자․조부모․형제자매의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가 그 미지급분의 청구권자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래의 사망한 수급권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또한
미지급 보험급부의 청구권자가 그 미지급의 보험급부를 받지 못하고 사
망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자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된다.
특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에게 지급
해야 할 특별지급금을 아직 그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사망
한 자가 사망전에 당해 특별지급금의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도 포
함)는 그 미지급의 특별지급금은 미지급 보험급부의 지급례에 따라 지
급된다.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보험급부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별지급금
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제한된다.
아. 소멸시효
산재보험의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장례비, 개호보상급부,
요양급부, 휴업급부, 장례급부, 개호급부는 2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장해보상급부, 유족보상급부, 장해급부, 유족급부는 5년으로 소멸시
효가 완성된다.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보험급부의 지급결정을 청구하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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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청구에 의하지 않고 정부의 직권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병보
상연금 및 상병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그 급부결정청구권의 시효
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된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 유족보상
연금선불일시금, 장해연금선불일시금 및 유족연금선불일시금의 지급결
정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고,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및 장
해연금차액일시금의 지급결정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자. 내지급
연금급부의 지급을 정지해야 할 사유(수급권자의 소재불명 등)가 생
긴 뒤에, 그 정지기간중의 분으로 연금급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또
연금급부를 감액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연금급부
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여분으로 지급된 분은 이후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부의 내지급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또한 특정급부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고 동시에 새로운 급부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된 권리
에 근거해서 급부가 계속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급부는 새롭게 지급되
게 된 급부의 내지급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표 4-2> 급부의 권리소멸과 새롭게 지급되는 급부의 비교
지급을 받을 권리를 잃은 급부

새롭게 지급되게 된 급부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휴업보상급부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부

장해연금

상병연금, 장해일시금, 휴업급부

상병연금

상병급부, 휴업급부

휴업급부

상병연금, 장해급부

3. 관리기구
일본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는 정부이다. 그 사무를 행하는
기관은 중앙에서는 후생노동본성, 지방에서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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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감독서이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은 [그
림 4-1]과 같다.
[그림 4-1] 노동기준행정 조직도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총무과 ․노동보험 심사회사무실
감독과 ․노동조건확보 개선대책실
임금시간과
노동보험징수과 ․노동보험징수업무실
안정위생부

계획과 ․국제실
안전과 ․건설안전 대책실
노동위생과 ․환경개선실
화학물질조사과

노재보상부

노재관리과 ․노재보험재정 관리실
보상과 ․직업병인정 대책실
․노재보험심리실
노재보험업무실

노동자생활부

기획과 ․노동금고 업무실
노동자생활과 ․노동자복지사업실

도도부현노동국
(47개)

총무부

총무과
기획실
노동보험징수실

노동기준부 감독과
안전위생과
임금실
노재보상과
직업안정부
고용균등실
노동기준감독서
(360개)

※ 도도부현 노동국의 조직
은 일례이며, 각 국에 따
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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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은 전국적인 기획조정을 하며, 노동기준국에서 산재보험관
계를 취급하고 있다. 노동기준국에는 안전위생부, 산재보상부 및 노동자
생활부를 두는 것 외에 총무과․감독과․임금시간과․노동보험징수과
의 4과가 설치되어 있다(후생노동성조직령 제59조).
이 중 노동보험징수과는 ① 노동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
한 것, ② 노동보험료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특별보험료 및 이와 관
련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것, ③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업무에 관련된
감독에 관한 것, ④ 노동보험특별회계의 징수계정의 경리에 관한 것, ⑤
사회보험노무사에 관한 것(사회보험청의 소장에 속하는 것을 제외) 등
의 사무를 관장한다.
산재보상부에는 산재관리과, 보상과, 산재보험업무실이 있다. 산재관
리과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후생노동성조직령 제68조).
① 산재보상부의 소장사무에 관한 종합조정에 관한 것, ② 도도부현 노
동국의 재해보상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의 실시상황의 감
찰에 관한 것, ③ 노동보험특별회계의 산재계정의 경리에 관한 것, ④ 노
동보험특별회계의 산재계정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및 물품
의 관리에 관한 것, ⑤ 기타 산재보상부의 소장사무로 다른 소장에 속하
지 않은 것에 관한 것 등이다.
보상과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후생노동성조직령 제69
조). ①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실시에 관한 것(노동기준
감독관이 행하는 감독에 관한 것을 제외), ②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
년 법률 제5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부 및 이에 관련된 징수금의 징수
에 관한 것이다(산재보험업무실의 소장에 속하는 것을 제외).
산재보험업무실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후생노동성조직
령 제70조). 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는 연금인 보험급부, 노
동복지사업으로서 행하는 연금의 특별지급금 및 산재취학 등 원호비의
지급을 행하는 것, ②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는 요양의 급부 또
는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를 행하는 병원 및 진료소에 대한 당해 급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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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하는 것, ③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는 보
험급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는 것, ④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
한 법률(1969년 법률 제84호)에 규정하는 산재보험률, 제2종특별가입보험
료율 및 제3종특별가입보험료율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특별보험료율
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하는 것, ⑤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수
리 및 통계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하는 것, ⑥ 재해보상 및 노동자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지급사무에 관한 전자계산조직에 관한 것 등이다.
나. 각 도도부현 노동국 및 노동기준감독서
노동기준감독서는 제일선기관으로 보험급부의 청구를 하고 지급받는
곳이며, 각종 보고서와 신고서의 제출처이기도 하다. 각 도도부현 노동
국은 주로 산재보험의 적용사무, 보험료의 수납사무를 행하고 기타 관
할구역 내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하고 있다. 노동기준감독서장이 행하
는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
에 설치되어 있는 산재보험심사관에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인정․급
부에 관해서 도도부현 노동국과 노동기준감독서의 업무분장관계는 <표
4-3>과 같다.
이상과 같은 노동국과 노동기준감독서의 인원은 <표 4-4>에서와 같
이 노동국은 증원, 노동기준감독서는 감원의 경향이 있다. 노동국의 증
원은 과로사 등 복잡․곤란한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방 직업병
인정조사관의 증원 때문이다.
<표 4-3> 산재보험 인정․급부에 관한 업무분장
-

노 동 국
노동기준감독서에 대한 지도
복잡․곤란한 사안에 관한 본성과의 협의
불복신청․소송의 대응
의료비의 심사 및 지불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심사 및 지도
제3자 행위 재해에 대한 구상, 채권관리
비용징수에 관한 사무

노동기준감독서
- 신청사안의 모든 것에 관한 지급․불지급
결정(복잡한 사안은 노동국과 협의)
- 결정한 사안에 관한 보험급부
- 장기요양자에 관한 적정급부에 관한 사무
- 제3자 행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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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노동국 및 노동기준감독서의 산재보험 종사자 수
(단위 : 명)
1995

1996

1997

노동국

1,793

1,838

1,857

노동기준감독서

1,663

1,609

1,587

3,456

3,447

3,444

전 체
자료 : 총무청.

한편 노동국의 산재보험 담당 직원 1명당 업무처리 현황은 <표 4-5>
와 같다.
<표 4-5> 노동국의 산재보험 담당 직원 1명당 최대․최소 담당건수(1997년)
사업소․기업통계조사
(1996)

직원
수(명)

1명당

1명당

적용사업․근로자
1명당

1명당

1명당
1명당
산업재해
신규
발생건수 수급자 수

사업소 수 근로자 수 사업소 수 근로자 수
노동국(a)

55

131.1

136.1

113.7

108.3

134.5

137.6

노동국(b)

16

62.2

36.8

46.1

32.1

39.1

35.8

격차(a/b)

-

2.1배

3.7배

2.5배

3.4배

3.4배

3.8배

전국평균

전국평균

전국평균

전국평균

전국평균

전국평균

비고

전국평균 3,226.2사업 43,791.6명 1,997.4사업 40,004.1명 104.9건을 4472.6명을
소를 100으 을 100으로 을 100으로 을 100으로 100으로 100으로
43.7
로 함.
함.
함.
함.
함.
함.

자료 : 총무청.

노동기준감독서의 산재보험 담당 직원 1명당 업무처리 현황은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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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노동기준감독서의 산재보험 담당 직원 1명당 최대․최소 담당건수
(1997년)
직원 수(명)
노동기준
감독서(a)
노동기준
감독서(b)
격차(a/b)
비고

적용사업․근로자
1명당 산업재해
1명당
1명당 사업소 수 1명당 근로자 수
발생건수
보험금지불건수

6

207.0

264.1

258.0

261.0

14

73.0

84.4

357.9

59.2

-

2.8배
3.1배
4.5배
4.4배
전국평균 1,548.3 전국평균 28,377.3 전국평균 84.3건 전국평균 791.2명
전국평균 9.7 사업소를 100으 명을 100으로 함. 을 100으로 함. 을 100으로 함.
로 함.

자료 : 총무청.

4. 지급 현황
가. 사상재해 발생 현황
<표 4-7>에서와 같이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해서 부상 인원수는 연간 약 56만 명에 달
하고 있다.
<표 4-7> 일본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단위 : 명)
1961
1965
1973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2000
자료 : 후생노동성.

사망
6,712
6,046
5,269
3,725
3,009
2,572
2,550
2,414
1,992
1,889

휴업 4일 이상
481,686
408,331
387,342
322,322
335,706
257,240
210,108
167,316
137,316
133,948

총산재근로자
1,366,241
1,063,208
1,054,268
849,432
745,658
613,003
55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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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 및 부상)
2001년(1∼12월)

2000년(1∼12월)

2000년 대비

사상자수(명) 구성비(%) 사상자수(명) 구성비(%) 증감수(명) 구성비(%)
전산업

133,598

100.0

133,948

100.0

-350

-0.3

제조업
광 업

36,165
729

27.1
0.5

37,753
760

28.2
0.6

-1,588
-31

-4.2
-4.1

건설업
교통운수업
육상화물운송사업

32,608
1,892
14,988

24.4
1.4
11.2

33,599
1,872
14,653

25.1
1.4
10.9

-991
20
335

-2.9
1.1
2.3

항만하역업
임 업
기타사업

406
2,633
44,177

0.3
2.0
33.1

388
2,773
42,150

0.3
2.1
31.5

18
-140
2,027

4.6
-5.0
4.8

기 도․소매업
타 빌딩관리업
사 청소업

16,620
2,636
1,875

37.6
6.0
4.2

15,696
2,592
1,777

37.2
6.1
4.2

924
44
98

5.9
1.7
5.5

1,452
1,237
961

3.3
2.8
2.2

1,358
1,302
848

3.2
3.1
2.0

94
-65
113

6.9
-5.0
13.3

19,396

43.9

18,577

44.1

819

4.4

업 여관 기타 숙박업
의 골프장사업
내 경비업
역 기타

주 : 1) 산재보험급부 데이터 및 근로자 사상병 보고(산재非適)에서 작성한 것임.
2) ‘-’는 감소를 표시함.
자료 : 후생노동성.

이상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1961년을 정점으로 급감하고 있다.
2000년도 교통사고에 의한 사상자 수가 931,934명, 사망자가 9,066명(경
찰청 통계)인 것과 비교해 보면 산재에 의한 근로자 수가 적다.
사망재해 및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에 대한 업종별 사상재해 발생
상황은 <표 4-8>과 같다. 2001년의 사상자 수의 구성비는 기타산업
33.1%, 제조업 27.1%, 건설업 24.4%의 순이다.
한편 사망재해 발생 현황은 <표 4-9>와 같다. 2001년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90명으로, 그 구성비는 건설사업 36.0%, 기타산업
25.2%, 제조업 18.2%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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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사망재해 발생 현황
2001년(확정치)

2000년(확정치)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자수 구성비
(명)
(%)
(명)
(%)
전산업
1,790 100.0
1,889 100.0
제조업
326 18.2
323 17.1
광 업
24
1.3
26
1.4
건설업
644 36.0
731 38.7
교통운수업
32
1.8
29
1.5
육상화물운송사업
241 13.5
271 14.3
항만하역업
18
1.0
11
0.6
임 업
54
3.0
53
2.8
기타사업
451 25.2
445 23.6
22
4.9
16
3.6
기 축산․수산
177 39.2
195 43.8
타 상업
17
3.8
10
2.2
사 금융․광고
7
1.6
2
0.4
업 통신
접객․오락
48
10.6
27
6.1
내 청소․도축
61
13.5
70
15.7
역 기타
119 26.4
125 28.1
주 : 1) 사망재해보고에서 작성한 것임.
2) ‘-’는 감소를 나타냄.
3) ‘기타’는 교육연구, 보건위생, 경비
자료 : 후생노동성.

1999년(확정치)
사망자 구성비
수(명) (%)
1,992 100.0
344
17.3
24
1.2
794
39.9
29
1.5
270
13.6
10
0.5
71
3.6
450
22.6
23
5.1
177
39.3
21
4.7
3
0.7
33
7.3
58
12.9
135
30.0

2000년 대비
확정치 비교
증감수 증감률
(명) (%)
-99 -5.2
3
0.9
-2 -7.7
-87 -11.9
3 10.3
-30 -11.1
7 63.6
1
1.9
6
1.3
6 37.5
-18 -9.2
7 70.0
5 250.0
21 77.8
-9 -12.9
-6 -4.8

1999년 대비
확정치 비교
증감수 증감률
(명) (%)
-202 -10.1
-18 -5.2
0
0.0
-150 -18.9
3 10.3
-29 -10.7
8 80.0
-17 -23.9
1
0.2
-1 -4.3
0
0.0
-4 -19.0
4 133.3
15 45.5
3
5.2
-16 -11.9

등의 합계치.

나. 적용사업장 수 및 적용근로자 수
업종별 적용사업장 수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업종별 적용사업장수
1999년 말 신규가입
2,687,662
274,648
23,037
2,268
5,266
200
5,386
286
672,478
106,216
510,851
29,390
72,668
5,000

전업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전기, 가스,
수도 또는
2,272
열공급사업
1,395,704
기타사업
자료 : 후생노동성.

(단위 : 개소, %)
소 멸 2000년 말 전년대비증감률
262,255 2,700,055
0.5
3,075
22,230
△ 3.5
350
5,116
△ 2.8
388
5,284
△ 1.9
113,486
665,208
△ 1.1
37,283
502,958
△ 1.5
4,954
72,714
0.1

구성비
100.0
0.8
0.2
0.2
24.6
18.6
2.7

127

135

2,264

△ 0.4

0.1

131,161

102,584

1,424,281

2.0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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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업종별 적용근로자 수
(단위 : 명, %)
전업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사업
제조업
운수업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업
기타사업

1999년 말 신규 가입

소 멸

2000년 말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48,492,908

6,628,210

6,574,665

48,546,453

96,258
42,782
44,429
5,450.406
10,695,099
2,391,848

28,864
2,164
4,107
1,861,201
831,490
251,797

29,416
8,427
5,256
1,986,248
1,080,979
225,493

95,706
36,519
43,280
5,325,359
10,445,610
2,418,152

179,065

17,152

16,011

29,593,021

3,631,435

3,222,835

0.1

100.0

0.6
4.6
2.6
2.3
2.3
1.1

0.2
0.1
0.1
11.0
2.5
5.0

180,206

0.6

0.3

30,001,621

1.4

61.8

△
△
△
△
△

자료 : 후생노동성.

상기 표와 같이 적용사업장 수의 구성비를 업종별로 보면, 상업․금
융․보험, 의료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사업’이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건설업이 24.6%, 제조업이 18.6%로 이 세 업종
의 합계가 적용사업장수의 96.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업종별 적용근로자 수는 <표 4-11>과 같다. 업종별 적용근로자
수의 구성비도 상업․금융․보험, 의료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사업’이 전체의 61.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21.5%, 건설
사업이 11.0%로 이 세 업종의 합계가 적용사업장 수의 94.3%를 차지하
고 있다.
한 사업장당 평균근로자 수는 전사업 평균으로 18.0명이다. 업종별로
는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업이 79.6명으로 제일 많고, 운수업이
33.3명, 기타사업이 21.1명, 제조업이 20.8명, 광업이 8.2명, 어업이 7.1명,
임업이 4.3명이다.
다. 보험급부
급부유형별 지급 현황은 <표 4-12>와 같다. 구성비를 보면, 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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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급부종류별 보험급부 지급 현황
(단위 : 천엔, %)
1999

전 체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장례비
개호보상급부
연금 등 급부

200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825,025,164

100.0

820,227,361

100.0

△ 0.6

226,220,810
129,056,148
53,660,845
5,742,289
2,234,920
5,799,603
402,310,549

27.4
15.6
6.5
0.7
0.3
0.7
48.8

226,437,407
127,646,506
50,308,735
5,919,298
2,155,744
5,818,373
401,941,298

27.6
15.6
6.1
0.7
0.3
0.7
49.0

0.1
△ 1.1
△ 6.2
3.1
△ 3.5
0.3
△ 0.1

자료 : 후생노동성.

급부가 49.0%로 가장 많고, 요양보상급부가 27.6%, 휴업보상급부가 15.6
%로 이 세 종류의 급부의 합계가 보험금급부지불액의 92.0%를 차지하
고 있다.
업종별 보험급부 지급 현황은 <표 4-13>과 같다. 보험급부지급액의
<표 4-13> 업종별 보험급부 지급 현황
(단위 : 천엔, %)
1999
금액
전업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업
기타사업
자료 : 후생노동성.

2000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825,025,164

100.0

820,227,361

100.0

△ 0.6

28,006,264
3,363,907
58,748,575
274,294,960
224,992,141
75,494,798
2,411,775

3.4
0.4
7.1
33.2
27.3
9.2
0.3

26,723,904
3,235,095
57,186,866
272,236,911
223,198,892
76,395,198
2,252,805

3.2
0.4
7.0
33.2
27.2
9.3
0.3

4.6
3.8
2.7
0.8
0.8
1.2
△ 6.6

157,712,744

19.1

158,997,690

19.4

0.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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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를 업종별로 보면(2000년도), 건설업이 33.2%로 가장 많고, 제조업
이 27.2%, 기타사업이 19.4%로 이 세 종류의 보험급부지급액이 79.8%를
차지하고 있다.
1일당 업종별 요양보상급부 및 휴업보상급부 평균지급액은 <표 414>와 같다. 요양보상급부은 전산업 평균을 100으로 할 때 운수업(127.3),
건설업(112.6), 어업(106.3), 제조업(104.3)이고 그 외는 평균 이하였다.
광업은 59.4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또한 휴업보상급부에서 전산업 평
균을 상회한 것은 전기․가스․수도 또는 열공급사업(126.2), 광업(116.4),
건설업(115.5), 운수업(106.0)이었고 그 이외는 평균 이하였다.
업종별 연금 등 지급 현황은 <표 4-15>와 같다. 연금종류별로 구성
비를 보면, 유족보상연금은 46.7%로 가장 많고, 장해보상연금이 37.7%,
상병보상연금이 15.6%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5.8%로 가
장 많고, 제조업이 28.7%, 기타사업이 12.9%였다.
<표 4-16>에서와 같이 연금수급자 수의 구성비는 유족보상연금수급
자가 50.1%로 가장 많고, 장해보상연금수급자 수가 43.8%, 상병보상연
금수급자 수가 6.1%이다.

<표 4-14> 업종별 요양보상급부 및 휴업보상급부 평균지급액(1일당)
(단위 : 엔)
요양보상급부

전업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사업
제조업
운수업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업
기타사업
자료 : 후생노동성.

휴업보상급부

1999

2000

전업종을 100으
로 하는 격차

1999

2000

전업종을 100으
로 하는 격차

3,620.60
3,109.83
3,866.02
2,221.69
4,138.45
3,709.36
4,526.50
2,894.81

3,596.63
2,978.43
3,824.42
2,136.41
4,051.48
3,750.64
4,579.49
2,590.95

100.0
82.8
106.3
59.4
112.6
104.3
127.3
72.0

6,015.45
6,288.55
5,130.22
6,941.68
6,953.31
5,268.90
6,373.74
7,615.25

5,985.32
6,139.05
4,956.72
6,967.74
6,913.75
5,265.59
6,346.27
7,553.35

100.0
102.6
82.8
116.4
115.5
88.0
106.0
126.2

3,246.81 3,222.13

89.6

4,813.82 4,779.71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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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업종별 연금 등 지급 현황(2000년)
(단위 : 천엔, %)
상병보상연금
진폐

척손

기타

전체

장해보상 유족보상
연금
연금

전체

구성비

전업종
(%)

38,053,992 15,208,271 9,598,286 62,860,549 151,387,183 187,693,566 401,941,298 100.0
(15.6)
(37.7)
(46.7)
(100.0)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업
기타사업

21,481
15,231,310
13,606,837
7,819,017
216,503
34,030
1,124,814

537,492 155,438 714,411 3,196,077
42,883
29,067
71,950 574,948
1,149,189 608,252 16,988,751 4,307,712
7,974,741 3,471,488 25,053,066 48,177,415
2,339,127 2,304,379 12,462,523 61,431,249
1,474,573 942,716 2,633,792 13,694,315
37,723
42,264 114,017
281,320

5,851,374
1,561,667
18,934,385
70,692,937
41,534,993
21,099,144
720,274

9,761,862 2.4
2,208,565 0.6
40,230,848 10.0
143,923,418 35.8
115,428,765 28.7
37,427,251 9.3
1,115,611 0.3

1,652,543 2,044,682 4,822,039 19,724,147 27,298,792 51,844,978 12.9

주 :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에 관련된 요양의 급부 및 요양비용을
포함함.
자료 : 후생노동성.
<표 4-16> 연금수급자 추이 현황
(단위 : 명, %)
1999년 말 신규수급자
전체
217,386
1급
8,079
장 2급
2,804
해 3급
5,005
보 4급
6,608
상 5급 15,088
연 6급 18,672
금 7급 38,635
전체 94,891
유족보상
연금
진폐
상병
척손
보상
기타
연금
전체

6,665
332
140
201
164
481
484
937
2,739

108,466

3,289

9,439
2,741
1,849
14,029

376
117
144
637

자료 : 후생노동성.

재발등급
사망․실권 치 유 2000년 말 구성비
변경
137
5,594
208 218,386
100.0
43
243
8,211
3.8
25
96
2,873
1.3
△1
144
5,061
2.3
△1
151
6,620
3.0
△16
341
15,212
7.0
△12
385
18,759
8.6
△3
816
38,753
17.8
35
2,176
95,489
43.8
2,250
△ 4
94
12
102

881
170
117
1,168

4
129
75
208

109,505

50.1

8,926
2,653
1,813
13,392

4.1
1.2
0.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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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금수급자 수는 <표 4-17>과 같다. 연금수급자 수의 구성비
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4.6%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30.5%로
<표 4-17> 업종별 연금수급자 수(2000년)
전 체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명) (%) (명) (%) (명) (%)
전업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업
기타사업

218,386 100.0 95,489 100.0 109,505 100.0
5,551 2.5 1,869 2.0 3,520 3.2
1,284 0.6 339 0.4 930 0.9
17,113 7.9 2,246 2.4 10,940 10.0
66,631 30.5 23,743 24.9 38,130 34.8
75,635 34.6 46,550 48.7 26,013 23.8
19,372 8.9 7,095 7.4 11,816 10.8
534
32,266

0.2

141

14.8 13,506

0.1

진
인원
(명)
8,926
5
3,706
2,766
2,132
43

폐
구성비
(%)
100.0
0.1
41.5
31.0
23.9
0.4

척
인원
(명)
2,653
121
9
140
1.358
446
237

상병보상연금
손
기 타
구성비 인원 구성비
(%) (명) (%)
100.0 1,813 100.0
2.0
36 2.0
0.3
6 0.3
4.5
81 4.5
51.2 634 35.0
16.8 494 27.2
10.0 181 10.0

전
인원
(명)
13,392
162
15
3,927
4,758
3,072
461

체
구성비
(%)
100.0
1.2
0.1
29.3
35.5
23.0
3.5

377

0.3

6

0.1

4

0.3

6

0.3

16

0.1

14.1 17,779

16.2

268

3.0

338

20.7

375

20.7

981

7.3

자료 : 후생노동성.
<표 4-18> 급부 유형별 특별지급금 지급 현황

전 체
휴업특별지급금
상병특별지급금
일반
장해특별지급금
특별
지급금 유족특별지급금
소 계
장해특별일시금
특별
유족특별일시금
일시금
소 계
상병특별연금
장해특별연금
특별
유족특별연금
연금
소 계
자료 : 후생노동성.

전년대비
1999
2000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천엔)
(%)
(천엔)
(%)
(%)
130,772,469 100.0
127,635.640 100.0
△ 2.4
43,983,322 33.6
43,481,046
34.0 △ 1.1
665,183
0.5
588,775
0.5
△ 11.5
13,880,833 10.6
12,860,280
10.1 △ 7.4
12,098,514
9.3
11,597,458
9.1
△ 4.1
70,627,852 54.0
68,527,559
53.7 △ 3.0
4,915,095
3.8
4,337,101
3.4
△ 11.8
609,484
0.5
569,195
0.4
△ 6.6
5,524,579
4.3
4,906,296
3.8
△ 11.2
7,377,983
5.6
7,009,896
5.5
△ 5.0
20,150,913 15.4
20,126,964
15.8 △ 0.1
27,091,142 20.7
27,064,925
21.2 △ 0.1
54,620,038 41.7
54,201,785
42.5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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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업종별 특별지급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엔, %)
1999
금액
전업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업
기타사업

2000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율
△ 2.4

130,772,469

100.0

127,635,640

100.0

4,270 506
432,923
11,424,283
40,469,655
38,462,097
12,622,170
561,895

3.3
0.3
8.7
31.0
29.4
9.7
0.4

3,963,823
400,981
11,080,377
39,477,830
37,066,448
12,573,077
515,025

3.1
0.3
8.7
30.9
29.0
9.9
0.4

22,528,940

17.2

22,558,079

17.7

△
△
△
△
△
△
△

7.2
7.4
3.0
2.5
3.6
0.4
8.3
0.1

자료 : 후생노동성.

이두종류의 합이 65.1%를 차지한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자는 제조업이
48.7%, 건설업이 24.9%로, 이 두 업종의 합계 73.6%를 차지한다. 또 유족보
상연금 수급자는 건설업이 34.8%, 제조업이 23.8%로 두 업종의 합이가
58.6%이다.
한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구성비를 상병별․업종별로 보면 다음
과 같다. 진폐는 광업 41.5%, 건설업 31.0%, 제조업 23.9%로 이 세 업종
의 합계가 96.4%이다. 척손은 건설업 51.2%, 제조업 16.8% 등이다.
급부유형별 특별지급금 지급 현황은 <표 4-18>과 같이 일반특별지급
금이 53.7%, 특별연금이 42.5%, 특별일시금이 3.8%이다.
업종별 특별지급금 지급현황은 <표 4-19>와 같이 건설사업이 30.9%,
제조업이 29.0%이다.
라. 산재보험 결산수지
산재보험의 결산수지를 포함한 경제 개황은 <표 4-20>과 같다.
현금수입기준의 산재보험의 보험료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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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산재보험 경제개황
(단위 : 백만엔)
1996

1997

1998

1999

2000

전년
전년
전년
전년
전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1,535,219 1.000 1,548,569 1.009 1,433,935 0.926 1,333,834 0.930 1,330,054 0.997
수 보험료수납액
일반회계에서 수입
1,307
1,307
1,307
1,307
1,307
잡수입
276,210
271,629
254,542
234,116
211,180
입
전 체
1,812,736 1.008 1,821,505 1.005 1,689,784 0.928 1,569,257 0.929 1,542,541 0.983
보험급부비
(단기분)
(장기분)
지
사무시설비
(사무비)
(특별지급금)
출
보험료반환금
전 체
전년도수지과△부족

839,573 1.008
449,604
389,968
361,699 1.011
226,466
135,233
79,081 0.756

846,361 1.008
450,218
396,143
393,030 1.087
257,364
135,666
80,438 1.017

838,959 0.991
437,506
401,453
370,084 0.942
237,266
132,818
76,212 0.947

825,025 0.983 820,227 0.994
422,715
418,286
402,311
401,941
361,555 0.977 353,111 0.977
230,783
225,475
130,772
127,636
58,224 0.764 67,281 1.156

1,280,353 0.995 1,319,828 1.031 1,285,255 0.974 1,244,804 0.969 1,240,618 0.997
532,383

501,677

404,529

324,453

301,922

781,140

754,726

653,182

566,574

534,670

199,471
47,896
5,682

201,233
43,549
3,871

199,990
37,190
4,941

197,377
33,211
2,160

195,989
31,354
710

수 ⑤계(②+③+④)
지
(①-⑤)
결산상의 수지

253,049

248,653

242,121

232,748

228,053

528,091

506,073

411,061

333,826

306,618

적립금누계

5,602,657

6,108,730

6,519,791

6,853,617

7,160,235

①국고잔액
(제외적립금)
결
산 ②지불준비금
상 ③미경과보험료
의 ④이월금

자료 : 후생노동성.

시 감소 경향에 있다. 이를 발생기준으로 결산한 결산상의 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립금도 7조 1,600억 엔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일
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은 13억 700만 엔으로 수년간 변동이 없다(표
4-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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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산재보험경제의 장기 전망
(단위 : 억엔)
보험료
보험급부
결산상의 적립금
필요한
수입계
지출계
수입
등
수지
누계 충족률 적립금
1995
1996
1997
1998
2003
2008
2013
2018

15,358
15,352
15,486
14,339
12,977
12,580
13,220
13,962

17,979
18,127
18,215
16,898
14,846
14,520
15,320
16,282

9,608
9,748
9,820
9,718
9,789
9,970
10,138
10,294

12,872
12,804
13,198
12,853
12,930
13,151
13,417
13,678

5,239 50,746
5,281 56,027
5,061 61,087
4,111 65,198
1,903 76,710
1,358 83,754
1,889 92,036
2,590 103,537

76.0% 85,761
84.2% 91,073
87.4% 95,775
92.1% 99,984
99.7% 103,837

주 : 1) 1998년도까지는 실적임.
2) ‘수입계’란에는 일반회계에서의 수입분, 잡수입을 포함하고, ‘지출계’에는
사무비 및 반환금을 포함.
3) 추계에서, 임금상승률은 1.2%, 고용자수는 △0.1%로 하고 앞으로의 예탁금
리는 연 1%로 설정함.
4) 필요한 적립금액은 슬라이드율을 연 1.2%, 현가율을 연 2%로하고, 연금수
급자 수는 1998년도까지의 실적에서 추계한 것을 사용함.
5) 적립금누계의 충족률은, 당해 연도의 필요한 적립금에 대한 연도말의 적립
금 누계액의 비율임.
자료 : 총무청.

이상의 산재보험 경제전망은 총무청이 작성한 표를 인용한 것인데,
보험급부가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산
재발생률 그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한 연금수
급자는 증가하리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업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노동복지사업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분야별로 적절하게 평가를 행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신설과 개폐 등의 수정을 진행시키는 것
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산재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의
설정방법과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과 적립액도 크게
좌우되므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는 건전한 산
재보험 재정을 확보하는 위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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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부 및 노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징
수하는 보험료는 산재보험률로서 과거 3년간의 실적에 근거한 보험급부
의 예상액을 기초로 하고, 업무재해급부분, 통근재해급부분 및 노동복지
사업분으로 구분되어 설정되어 있다. 1998년 4월 이후의 산재보험료율
은 임금총액에 대한 비율로, 업무재해급부분은 평균 0.69%, 통근재해분
은 0.1%, 노동복지사업분은 0.15%로 되어 있다. 또한 업무재해분에 대
해서는, 각각 업종별로 세분된 산재보험료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비율
은 0.35%에서 13.15%까지로 구분되어 있다. 산재보험사업에서 1997년도
의 수입은 약 1조 8,215억 엔, 지출은 약 1조 3,198억 엔이며, 매년도의 결
산상 생기는 잉여금은 장래의 연금급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적립되
고, 1997년도 말 현재의 적립금 누계액은 약 6조 1,087억 엔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산재근로자 수는 1968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경향에 있지만
연금수급자 수는 앞으로 점차 증가경향을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노
동성에서는 과거의 실적 등에 근거하여 1997년도 말 현재의 21만 4,489명
에서 2018년도에는 22만 7,000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2018년
도의 연금급부에 필요한 적립액을 10조 엔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표 4-22> 연금수급자의 장기 전망
(단위 : 명)
장해(보상)연금

1997
1998
2003
2008
2013
2018
2023
2028

1∼3급

4∼7급

15,189
15,537
16,3912
16,966
17,272
17,333
17,176
16,852

77,878
78,559
81,164
82,163
81,841
80,519
78,504
76,077

자료 : 후생노동성.

상병(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15,350
14,646
12,593
11,168
10,214
9,595
9,174
8,868

106,072
107,265
113,529
117,446
119,355
119,611
118,557
116,599

전 체
214,489
216,007
223,677
227,743
228,682
227,058
223,411
2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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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지불하는 보험료이며,
보험급부 대상자는 근로자와 그 가족인 점에서, 현행의 산재보험료율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예상을 명백히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

산재보험의 급부에는 업무재해의 급부와 통근재해의 급부가 있다. 업
무재해의 급부에는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 유족보
상급부, 장제료, 상병보상연금, 개호보상급부의 일곱 가지가 있다. 그리
고 통근재해의 급부에는, 요양급부, 휴업급부, 장해급부, 유족급부, 장제
료, 상병연금, 개호급부의 일곱 가지가 있다. 통근재해급부는 그 명칭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보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통근재해는 법
률상 업무재해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 성질이나, 통근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
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부의 내용
은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업무재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장제비라고
하나 통근재해의 경우는 장제급부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의 급부 외에도 근로자의 사회생활의 복귀가 용이
하도록 보험급부의 보조적인 것을 주체로 한 노동복지사업이 있다. 이
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보험급부는 다음과 같다.

제4장 일본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191

[그림 4-2] 통근(업무)재해의 보험급부
통근(업무)재해

사망

(부상 또는 질병)

요양(보상)급부
요양(보상)급부
(요양급부
또는 요양비용의
요양비용의
(요양급부 또는
지급)
지급)

휴업(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치
치유 유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후1년
1년6개월
6개월이상
(요양개시후
이상 지지나도
나도
치유되지
않거나
장해정도
치유되지 않거나 장해정도가
개호(보상)급부
가
상병등급에해당하는
해당하는 경우)
상병등급에
경우)
개호(보상)급부
(일정장해에
개호를
(일정장해에 의거
의거 개호를
받고
경우)
장해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
받고 있는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
시금)
(치유시 장해등급에
해당
상일시금)
(치유시 장해등
한 경우)
급에 해당할 경우)

사망

유족(보상)급부
유족(보상)급부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또는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제급부(장제료)
장제급부(장제료)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보상급부인 요양급여가 이루어진다. 요양보상급부에는 요
양급부와 요양비용의 지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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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부’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지정한 병원 등에서 무료로 치료
를 받을 수 있는 현물급부제도이다. 요양급부를 하는 것은 산재병원 또
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정한 병원․진료소․약국․방문간호사업자
(이하 ‘지정병원 등’으로 통칭)이다.
요양급부는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료적 조치를 포함하
고 있다.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입
원, 요양에 필요한 간호 기타 간호 등인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또한 근로자를 재해현장, 자택 등으로부터 병원이나 진료
소로 또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다른 병원이나 진료소로 이송하는 데
비용이 든 경우에는 그 비용도 요양비로 지급된다. 요양급부는 상병이
치유되고 요양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치유’란,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 증상 또는 장해
가 남는 일이 있지만 증상이 고정되고 그 이상 요양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요양보상급부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 이후는 필요에 따라 장해보상급부와 애프터 케어
가 이루어진다. 단, 일단 치유되어 요양급부가 종료되었어도 그 이후에
재발하면 급부가 재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요양비용의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요양한 경우
에 그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현금급부이다. 요양비용이 지급
되는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부의 경우와 동일하다.
통근재해에 관한 요양급부는 근로자가 통근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부가 이루어진다. 요양급부에는 요양급부와 요
양의 비용지급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요양보상급부에 관련된 요양급부와
요양비용의 지급의 경우와 같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급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
을 위해 일할 수 없게 되어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 제4일째부터 지급된
다. 그 금액은 1일당 급부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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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동시간의 일부만 노동한 날에 대하여는 급부기초일액과 당해 실노
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과의 차액의 60%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된
다. 또한 휴업보상급부의 수급권자에게는 휴업 4일째부터 휴업 1일당
급부기초일액의 20%에 해당하는 휴업특별지급금이 지급된다. 휴업보상
급부의 지급이 개시될 때까지의 3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며, 사업주
는 노동기준법에 의한 휴업보상(1일당 평균임금의 60%)을 해야 한다.
또한 휴업보상급부에 대해서는 후생연금 등 기타 사회보험의 연금과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통근재해에 관한 휴업급부는 근로자가 통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제4
일째부터 지급된다. 액수는 휴업보상급부와 같이 급부기초일액의 60%
이다. 단, 일부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업급부의
최초지급대상일분에 대해서는 일부부담금의 납부에 대신하여 그 일부부
담금 해당액만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휴업급부의 수급
권자에게도, 휴업보상급부의 수급권자와 같이, 급부기초일액의 20%의
휴업특별지급금이 지급된다. 요양의 개시 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 이
후에 지급되는 휴업급부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급부와 같이, 후생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휴업보상급부의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노동기준법에 의해
휴업보상을 해야 하지만, 휴업급부의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
해보상책임이 없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인 장해보상급부는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일정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된다. 중도의 장해일 때에는 장해보상연금, 가
벼운 장해일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각각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
된다. 이 경우에 상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완전히 원래 상태의
신체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상이 고정되고 그 이상 요양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상태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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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에 관한 장해급부는 통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일정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한다. 장해급부는 장해의 정
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급부내용은
장해보상급부의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과 일치한다.
장해급부의 수급권자에게는, 장해보상급부수급권자와 같이, 장해특별지
급금의 지급 외에 장해특별연금 또는 장해특별일시금이 지급된다. 또한
장해등급의 평가기준인 장해등급표는 장해보상급부의 경우와 공통이며,
장해등급표의 적용 방법도 장해보상급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및
장해연금선불일시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
액인 장해연금차액일시금이 유족에 대하여 청구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데, 그 금액과 청구절차 등은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과 같다. 또 장해
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청구에 근거하여 장해연금선불일시금이 지급되는데, 그 액수와 청구절
차 등은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과 같다.
가.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표의 1∼7급까지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
급된다. 장해보상연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급부기초일액
의 313일분(1급)에서 131일분(7급)까지의 액수로 되어 있다.
<표 4-23>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장해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연금액
급부기초일액의

313일분
277일분
245일분
213일분
184일분
156일분
131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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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특별지급금 및 보너스 등
의 특별급여를 기초로하는 장해특별연금이 지급된다. 장해보상연금에
대해서도, 다른 산재보험의 연금과 같이, 동일사유에 대하여 후생연금보
험, 국민연금 등의 장해연금이 지급될 때에는 지급액의 조정이 이루어
진다.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의 6기로 나
뉘어 지급된다. 각 기에 지급되는 액수는 각각의 지급기 직전까지의 2
개월분의 액수이다.
나.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가 가벼운 경우에 지급된다. 그 지급액은 장해
정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급부기초일액의 503일분(8급)에서 56일분
(14급)의 액수인 일시금으로 되어 있다. 장해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장해특별지급금 및 특별급여를 기초로하는 장해특별일시금이
지급된다. 또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청구 절차도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와
동일하다.
<표 4-24>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일시금

제8급
제9급

급부기초일액의 503일분
391일분

제10급
제11급
제12급

302일분
223일분
156일분

제13급
제14급

101일분
56일분

다.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장해보
상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의 금액(그 액수가 슬라이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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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일정액
장해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금 액
급부기초일액의

1,340일분
1,190일분
1,050일분
920일분
790일분
670일분
560일분

개정된 것 일 경우에는 개정된 경우의 금액)의 합계액이 장해등급에 따
라 정해져 있는 일정액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장
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 유족에 대하여 청구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장
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의 기초가 되는 전기한 일
정액은 장해보상연금에 관련된 장해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수급권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금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얻어진 액수).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의 ① 또는
② 에 열거하는 유족으로, 이러한 유족의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지급
순위는, 다음 ①, ②의 순서(① 또는 ② 에 열거하는 유족 안에서는 각각
당해 ① 또는 ②에 열거하는 순서)에 의한다. ①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
와 같은 사정에 있었던 자 포함. ②에서도 같음), 자녀, 부모, 손자, 조부
모 및 형제자매, ② 상기 ①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라.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
업무재해에 의한 상병이 치유된 직후에 근로자가 사회복귀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해보상
연금의 수급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일정액까지 목돈
으로 선불하는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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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장해보상연금의 선불
장해등급
제1급

금

액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1,200일분 또는 1,340일분

제2급
제3급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또는 1,190일분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제4급
제5급

또는 1,050일분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또는 920일분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또는 790일분

제6급
제7급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또는 670일분
200일분, 400일분 또는 560일분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표 4-26>에
열거하는 금액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액수가 장해보상연금의 선불로
지급된다.
또는 선불일시금이 지급되면,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보상연금의 매월분
금액(1년 경과한 다음의 분은 5부의 단리로 차감한 액수)의 합계액이
선불일시금액수에 달할 때 까지 지급정지된다.
장해보상연금 지급의 결정통지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
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사이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과 동시가 아니더
라도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의 선불한도
액은 선불의 최고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의 지급시기
는, 1월, 3월, 5월, 7월, 9월 또는 11월 중 당해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
을 청구한 달 후의 최초의 달이 된다.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의 청구
는, 동일 사유에 관하여 1회의 한도로 되어 있다.
마.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장해등급)은 장해등급표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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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신체에 남는 모든 장해가 이 장해등급표에 열거되어 있는 장해의
하나에 해당된다고는 한정할 수 없고, 장해가 두 가지 이상 남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1) 장해등급의 준용
장해등급표에는 불과 140종류의 유형적인 장해에 관하여 등급이 정
해져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장해등급표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장해
에 관해서는 장해등급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정한
다. 이를 ‘장해등급의 준용’이라고 한다.
2) 장해등급의 올림(병합)
같은 부상 또는 병에 의한 장해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무거운 쪽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전체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그러나 13등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는 무거운 쪽의 등급을 1급 내지 3급 올려서 전체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첫째,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을 경우 1급 올림.
둘째,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을 경우 2급 올림.
셋째,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을 경우 3급 올림.
장해등급이 올려지면 올려진 등급에 해당하는 급부액이 지급된다. 단,
올려진 결과의 등급이 8급 이하로 그 등급의 일시금액이 각 장해에 관
하여 각각 계산한 일시금액의 합계액을 상회할 때에는 그 합계액을 한
도로 한다.
3) 가중장해
이미 장해(업무상 외를 불문하고)를 가진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에 의
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무거워 진 때에는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
은 무거워진 후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된다. 재발에 의해 장해
가 무거워진 때에도 같이 취급한다. ‘같은 부위’란 반드시 장소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오른쪽 손가락을 잃은 근로자가 또 오른
쪽의 관절부터 잃게 된 경우나, 이미 왼쪽 눈을 실명한 근로자가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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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 눈을 실명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 경우에 지급되는 액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이미 있었던 장해에 더 무거워진 후의 장해가 모두 장해보상연
금(또는 일시금)에 해당 할 때에는 무거워진 후의 장해등급의 장해보상
연금(또는 일시금)액에서 이미 있던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연금(또는 일
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된다. 이미 있었던 장해에 대해
서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것은 그대로 지급되고, 감액된
장해보상연금이 가산지급되게 된다.
둘째, 이미 있던 장해가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고, 또한 무거워진
후의 장해가 장해보상연금에 해당할 때에는 무거워진 후의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연금액에서 이미 있던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1/25에 해
당하는 액수를 차감하여 지급된다.
또한 손가락, 발가락, 눈 등의 상대성기관에 이미 신체장해를 가진 근
로자가 장해를 가중하여 입은 경우 등에는, 이상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급부액보다도 새로운 장해에 대해서만 산정한 장해보상급부액
쪽이 높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장해에 관해 산정한 액수의 장해보상급
부가 지급된다.
4) 장해등급의 변경
장해보상연금은 그 장해가 있는 한 지급되는데, 근로자의 장해 정도
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는 변화가 있은 다음의 장해등급에 해
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4. 간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장해 또는 상
병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당해 장해가 일정한 것이고 또한 그 자
가 현재 개호(간병)를 받고 있는 경우는 개호(간병)상태에 의해 다음 액
수의 개호보상급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통근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경우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근로자가 ① 신체장해자복지법 제3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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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신체장해자 양호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후생노동대
신이 정하는 곳에 입소하고 있는 동안, ②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은 개호보상급부를 수급할 수 없다.
가.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그 달에 개호비용으로 지출된 액수(10만 8,300엔을 넘을 때에는 10만
8,300엔)가 지급된다. 단, 친족 등의 개호를 받고 있는 자로 개호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지출액이 5만 8,750엔을 밑도는 경우는
일률 5만 8,750엔이 지급된다.
나.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그 달에 개호비용으로 지출된 액수(5만 4,150엔을 넘을 때에는 5만
4,150엔)가 지급된다. 단, 친족 등의 개호를 받고 있는 자로 개호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지출액이 2만 9,380엔을 밑도는 경우는
일률 2만 9,380엔이 지급된다.
개호를 요하는 상태의 구분과 장해 정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산재보
험법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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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개호를 요하는 장해의 정도
장해의 정도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기고 수시개호를 요하는 자
(별표 제1제2급의 항(項) 신체장해란 제2호의 2에 규정하는 신체장해를 말함)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고 수시개호를 요하
는 자(별표 제2제2급의 항 장해상태의 난 제2호에 규정하는 장해상태를 말
함)
수시개호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기고 수시개호를 요하는 자(별표 제1
를 요하는
제2급의 항 신체장해의 난 제2호의 3에 규정하는 신체장해를 말함) 또는 흉
상태
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고 수시개호를 요하는 자(별표 제2제2
급의 항 장해의 상태 난 제2호에 규정하는 장해상태를 말함)
3.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에, 신체장해 또는 별표 제2제1급의 항 장해상태의
난 제3∼9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의 상태(전2호에 정하는 자와 같은 정
도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한정함)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기고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
는 자(별표 제1제1급의 항 신체장해란 제3호에 규정하는 신체장해를 말함)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고 항상 개호를 필요
로하는 자(별표 제2제1급의 항 장해상태의 난 제1호에 규정하는 장해상태를
말함)
상시개호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을 남기고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별
를 필요로
표 제1제1급의 항 신체장해의 난 제4호에 규정하는 신체장해를 말함) 또는
하는 상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고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별표제2
제1급의 항 장해상태의 난 제2호에 규정하는 장해상태를 말함)
3. 별표 제1에 열거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기타의 경우에서 장해등
급이 제1급일 때에에 당해 신체장해 또는 별표 제2제1급의 항 장해상태의
난 제3∼9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의 상태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은 유족보상급부를 받을 수 있
다. 유족보상급부의 내용은 원칙직으로 연금인데, 유족이 사망근로자의
부양을 받지 않은 경우와 한창 일할 연령의 유족밖에 없는 경우, 즉 연
금을 지급받는 데 적합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통근재해에 관한 유족급부는 근로자가 통근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 대하여 유족급부가 지급된다. 유족급부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일
시금이 있는데,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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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순위, 유족연금 및 유족일시금의 급부내용은 유족보상급부의 경우의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일시금과 같다. 유족급부의 수급권자에 대해
서도, 유족보상급부의 수급권자와 같은 요건에 의해, 유족특별지급금의
지급 외에 유족특별연금 또는 유족특별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두 명 이상 있을 경우에 그
중 한 명을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유족보상급부의 경우와 같다. 또한 유족연금의 수
급권자에 대해서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와 같이, 청구에 근거하여
유족연금선불일시금이 지급되는데, 그 액수와 청구절차 등은 유족보상
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선불일시금과 같다.
가.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의 대상이 되는 유족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
지는 유족(수급권자)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족(수급
자격자)으로 나뉜다.
1) 수급자격자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그 사람의 수입에 의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인
데, 처 이외의 유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에 일정한 고령 또는
연소자이거나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연령에 관해
서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에 남편․부모․조부모는 55세 이상이고, 자
녀․손자는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 형제
자매는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이거나 5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령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해등급 제5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있거나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노동이 제한되는 상
태에 있으면 수급자격자가 된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되는 유족 중 배우자에 관해서는 내연
의 관계에 있던 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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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정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의 사망 당시에 태아였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수급자격자가 된다. 그리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자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에 그 수입에 의해 생계가 유지
되고 있음이 필요하지만, 이 조건은 실정에 맞도록 해석되고 있다. 소위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생계를 서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
이다.
2)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은 수급자격자 전원이 각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최우선순위자만이 받게 된다. 즉 최우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다. 수급권자가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처, 또는 60세 이
상이거나 일정한 장해를 가진 남편, ②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
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녀 또는 일정한 장해를 가진 자녀, ③ 60
세 이상 또는 일정한 장해를 가진 부모, ④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
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손자 또는 일정한 장해를 가진 손자, ⑤
60세 이상 또는 일정한 장해를 가진 조부모, ⑥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
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일정한
장해를 가진 형제자매, ⑦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편, ⑧ 55세 이상 60
세 미만의 부모, ⑨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부모, ⑩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최우선순위자가 두 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전원이 각각 수급권자
가 된다. 수급권자가 되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당시의 최우선순위자
뿐만이 아니다. 최우선순위자가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수급권을 잃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최우선순위자로서 수급권자가 된다. 이를 전급이라고
한다. 또한 ⑦∼⑩의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편․부모․조부모․형제
자매는 수급권자가 되어도, 60세가 될 때까지는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3) 연금액 및 지급기
유족보상연금액은 유족의 수 등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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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유족 수별 유족보상연금액
유족의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연 금 액
급부기초일액의 153일분
단, 그 유족이 55세 이상의 처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는 처의
경우는 급부기초일액의 175일분
급부기초일액의 201일분
급부기초일액의 223일분
급부기초일액의 245일분

또한 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는, 이 액수를 등분한 액수가 각
각의 수급권자의 수급액이 된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유족특별지급금 및 특별급여를 기초로 하는 유족특별연금이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액은 유족의 수에 따라 다른데, 이 유족보상연금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유족은 수급권자 자신 및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수
급자격자이다. 단, 55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지 않
은 남편․부모․조부모․형제자매는 수급자격자이기는 하지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유족보상연금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유족이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이란 생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계산하
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룹의 일원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생
계를 유지받고 있는 경우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금액은 이상과 같이 유족의 수, 처의 연령과 장해상태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유족의 수가 증감했을 때 또는 처가 일정한 장해상태가 되
거나 그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는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
터 연금액이 개정된다.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도 다른 산재보험의 연금
과 같이 동일 사유에 대한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등의 유족연금이 지
급될 때에는 지급액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2월, 4
월, 5월, 8월, 10월 및 12월의 6기로 나누어 지급된다. 각 기에 지급되는
금액은, 각각의 지급기 직전까지의 2개월분의 액수이다.
4) 수급권의 소멸과 수급자격의 상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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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멸한다. 수급자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① 사망했을 때, ②
혼인(내연관계를 포함)을 했을 때, ③ 직계혈족 또는 직계존속 이외의
자의 양자(사실상의 양자관계 성립도 포함)가 되었을 때, ④ 이연(양자
관계의 해소)에 의해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끝났을 때, ⑤ 자녀․
손자․형제자매에 관해서는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이
종료했을 때(단, 근로자의 사망시부터 장해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실
권․실격하지 않음), ⑥ 장해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자가 된 유족
에 대해서는, 그 장해상태가 없어졌을 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①∼⑥의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다른 동순
위자가 없고 후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가 새롭게 수급권자가 된
다. 일단 실권․실격한 경우에는 다시 수급권자․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어서 없다. 한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와 수령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5) 유족보상연금선불일시금
근로자가 사망한 직후는 여러 가지로 일시적인 출비가 필요하게 되는
일이 많다. 여기에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가 희망
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목돈으로 선불하는 선불일시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선불일시금액은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
일분, 1,000일분의 금액 중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액수이
다. 선불일시금의 청구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하는 것이 원
칙인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결정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족보상연금의 청구를 한 후에도 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 있다. 선불일
시금의 청구는 동일 사망근로자에 관하여 1회만 인정되어 있지만, 실권
한 선순위자가 선불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위 전급
자도 선불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선불일시금 지급의 청구를 유
족보상연금을 청구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서 지급 완료된 연금액을 공제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선불일시금액을
선택해야만 한다.
선불일시금이 지급되면 유족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의 매월분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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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년 경과한 뒤의 분은 연 5부의 단리로 차감한 액수)의 합계액이 선
불일시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 지급이 정지된다. 선불일시금의 지급
을 받은 수급권자가 실권하여 차순위자가 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
도 아직 지급정지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새로 수급권자가 된
자에 관해서도 연금의 지급정지가 계속된다
나. 유족보상일시금
1) 지급조건과 지급액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사
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
분, ②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최후순위자까지 모두 실권한 경우에,
수급권자였던 유족 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액 및 유족보상연금선
불일시금액의 합계액(슬라이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없었
다고 한 경우의 액수)이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달하지 않았을 때,
그 합계액과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의 차액.
또한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두 명 이상 있을 때에는 등분한
액수가 각각의 수급권자의 수급액이 된다. ①의 경우에는 유족특별지급
금이 지급되고,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는 특별급여를 기초로 하
는 유족특별일시금이 지급된다.
2) 수급권자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다음 자 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자(②와
③에 관해서는 자녀․부모․손자․조부모의 순서)이다; ① 배우자, ② 근
로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부모․손
자․조부모, ③ 기타의 자녀․부모․손자․조부모, ④ 형제자매 또한 유
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하여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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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례료(장제급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하는 자에게 장례료가 지급된
다. 장례를 하는 자란, 반드시 유족에 한정하지 않지만, 보통 장례를 치
르기에 적합한 유족이 이에 해당된다. 장례비 액수는, 31만 5,000엔에
급부기초일액의 30일분을 더한 금액이다. 단, 이 금액이 급부기초일액의
60일분에 미달할 때에는 급부기초일액의 60일분이 장례비 금액이 된다.
근로자가 통근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6.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부상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그 상병의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그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②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장해 정
도가 상병등급에 해당할 때이다.
상병보상연금은 다른 보험급부와는 달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
급결정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지급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결정을 한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자는 휴업보상급부는
받지 못하지만 요양보상급부는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된다. 또한
요양을 시작해서 1년 6개월 경과한 날에 상병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상병에 의한 장해 정도가 상병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계속
요양보상급부 외에 필요에 따라 휴업보상급부가 지급되는데, 그 이후
그 근로자의 상병의 정도가 심해져서 상병등급에 해당하기에 이른 경우
에는 그때부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같이 상병보상연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월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보상급부가 계속 지급된다.
통근재해에 의한 상병연금은 통근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
린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그날 이후에 다
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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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부터 지급된다.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부상 또는 질
병에 의한 장해 정도가 상병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상병연금의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요양급부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휴
업급부는 지급되지 않는다. 상병연금의 급부내용, 상병등급과 그 인정방
법, 신청절차 등은 노동기준법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상병보상연금
의 경우와 같다. 상병연금의 수급권자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자
와 같이 상병특별지급금 및 상병특별연금이 지급된다.
가. 연금액 및 지급기
상병보상연금액은, 상병등급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표 4-29> 상병등급별 상병보상연금액
상병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연금액
급부기초일액의

313일분
277일분
245일분

또한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상병특별지급금 및 보너
스 등의 특별급여를 기초로 하는 상병특별연금이 지급된다. 상병보상연
금에 대해서도, 다른 산재보험의 연금과 같이, 동일 사유에 대하여 후생
연금보험, 국민연금 등의 장해연금이 지급될 때에는 지급액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상병보상연금은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의 6
기로 나뉘어 지급된다. 각 기에 지급되는 액수는 각각의 지급기월의 직
전까지의 2개월분이다.
나. 상병등급
상병등급은 다음의 상병등급표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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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상병등급표
상병
등급

제1급

급부의 내용

장해의 상태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가
지고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고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당해 장해상태가 3. 양쪽 눈이 실명한 자
계속되고 있는 기 4. 씹는 기능 및 언어기능을 잃은 자
간 1년당 급부기 5. 양상지를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한 자
초일액의 313일분 6. 양상지의 기능을 전부 상실한 자
7. 양하지를 무릎관절 이상 상실한 자
8. 양하지의 기능을 전부 상실한 자
9. 전 각호에 정하는 자와 동 정도 이상의 장해상태
에 있는 자

제2급

동 277일분

제3급

동 245일분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가
지고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고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3. 양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자
4. 양상지를 팔관절 이상 상실한 자
5. 양하지를 다리관절 이상 상실한 자
6. 전 각호에 정하는 자와 동 정도 이상의 장해상태
에 있는 자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가
지고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가지고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3. 한쪽 눈을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
가된자
4. 씹는 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5. 양손의 손가락 전부를 잃은 자
6.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자 외에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기타 다른 전 각호에 정하는
자와 동 정도 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자

자료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제2상병등급표(제18조 관계).

상병등급의 인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병등급에 정해진 ‘장해의 상태’
의 인정은 상당 장기간(적어도 6개월 이상)계속되는 상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② 정신, 신경계통의 장해(1급의 1, 2급의 1 및 3급의 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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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계통의 장해 (1급의 2, 2급의 2 및 3급의 2)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은 취급한다. 우선, 상병등급 제3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항상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의 노동불능이 연금
급부의 대상으로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상당한 장기(적어도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노무에 종사할 수 없
는 상병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그 노동불능의 정도가
소위 100% 노동능력의 상실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시
간의 일부 또는 가벼운 노무에 관하여 현재 취로하고 있거나 취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전기한 상병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음으로, 상병등급의 제2등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호’의 여부는 ‘생명유
지를 위해 필요한 신체적 처리의 동작에 관한 개호’의 여부를 말한다.
③ 시력장해, 상하지의 기능장해 및 기질장해 등 외과계통의 장해상태(1
급의 3∼8, 2급의 3∼5 및 3급의 3∼5)에 관해서는 장해보상급부의 장해
등급의 인정기준에 따라 취급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해상태에 있으면
실제는 취로하고 있더라도 또는 개호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취급된다. 또한 이러한 외과계통의 장해 정도가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3급의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급
에 해당하는 자로 된다. 그 취급은 전기 ②의 경우와 같다. ④ 장해가
‘병합’하는 경우 및 기존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더하여 정해정도가 ‘가중’
되는 경우의 상병등급의 인정에 관해서는 각각 장해등급 인정의 경우의
‘장해등급의 올림’ 및 ‘가중장해’ 취급에 준하여 취급된다. 이 경우 가중
장해에 관하여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액은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지급
되는 장해보상급부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중 후의 장해상태에 따른 액수
가 지급된다.
다. 상병등급의 변경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한 지급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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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정도에 변화가 있어 그 해당하는 상병등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그 이후는 그 변화가 있던 후의 상병등급에 의한 액수의 상병보상연금
이 지급된다. 더욱이 상병보상연금의 수급자가 그 장해 정도에 변화가
있고 상병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잃는다. 이 경우에는 그 수급권을 잃은 달까지는 상병보상연금이 지급
되고 그 다음달부터는 상병이 아직 낫지 않고 휴업을 해야만 할 때에는
휴업보상급부가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의 수급자는 노동기준감독서장
에 대하여 다른 산재보험의 연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연 1회의 ‘정기보
고’를 행함과 동시에 장해상태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예를 들면, 1급이
2급이 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또는 상병등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
우)는 ‘장해상태의 변경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상병보상연금과 해고제도와의 관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노동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완료보
상을 지급한 자로 되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해고제한제도는 해제된다; ①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을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
는 경우에는 그 날, ②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결린 근로
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
우에는 그 받게 된 날.

7. 2차건강진단 등
2001년 4월 1일부터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행하는 건
강진단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의 발생에 관련하는 고혈압, 고혈당 등의 이상 소견이 있다고 진단을 받
았을 때에는 뇌혈관 및 심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하는
2차건강진단 및 그 결과에 근거하여 보건지도를 받을 수 있는 2차건강
진단 등 급부가 도입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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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사유
2차건강진단 등 급부는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당해 건강진단에 관련된 동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한 건
강진단(이하 ‘정기건강진단 등’이라고 함) 중 최근의 것(이하 ‘1차건강진
단’이라고 함)에서 혈압검사, 혈액검사 기타 업무사의 사유에 의한 뇌
및 심장질환의 발생에 관계되는 신체상태에 관한 검사이며, 후생노동성
령에서 정한 것이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검사를 받은 근로자가 그 어느
항목에도 이상의 소견이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 당해 노동성(당해 1
차건강진단의 결과 기타 사정에 의해 이미 뇌․심장질환의 증상을 가지
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그 청구에 근거하여 지급된
다. 단, 특별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다.
1) 1차건강진단의 결과 다음에 열거하는 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의사
에 의한 이상소견(이하 ‘급부대상소견’이라고 함)이 인정됨.
① 혈압지질검사 또는 혈압의 측정에서 혈청 총콜레스테롤: 고비중 리포
단백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혈청트리그리세라이드(중성지방)의 검
사 중 한 가지 이상으로 한다. ② 혈당검사. ③ BMI(비만도)의 측정: BMI
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치수를 말한다.
체중(kg)
BMI＝―――――
2
신장(m)
④ 의 경우, ‘이상 소견’이란, 검사 수치가 높은 경우(고비중 리포단백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에서 낮은 경우)이며, ‘이상 없음’ 이외의
소견을 말한다. 단, 1차건강진단의 담당의가 1)-①의 검사에 대하여 이
상 없음의 소견이라고 진단한 경우라도, 안위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
여 당해 근로자가 소속하는 사업장에 선임된 산업의사와 동법 제13조의
2에 규정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을 행하기에 필요한 의학에 관한 지
식을 가진 의사(지역산업보건센터의 의사, 소규모사업장이 공동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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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의 요건을 갖춘 의사 등)(이하 ‘산업의 등’이라고 함)가 1차건강진
단의 담당의사가 이상 없음의 소견이라고 진단한 검사항목에 관하여 당
해 검사를 받은 근로자의 취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상의
소견이 인정된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산업의 등의 의견을 우선하고 당해
검사항목에 관하여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급부의 내용
뇌혈관 및 심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1차건강진단에서
하는 검사를 제외)이며,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을 행하는 의사에 의
한 건강진단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검사 모두를 실시하는 것,
즉 2차건강진단이다.
1) 공복시의 혈청 총콜레스테롤, 고비중 리포단백콜레스테롤(HDL콜
레스테롤)및 혈청트리그리세라이드(중성지방)의 양의 검사(공복시
혈중지질검사)
2) 공복시의 혈중 글루코스(포도당) 양 검사(공복시 혈당치 검사)
3) 헤모글로빈 A1C 검사(1차건강진단에서 당해 검사를 한 경우 제외)
4) 부하심전도검사 또는 흉부초음파검사(심 에코검사)
5) 경부초음파검사(경부 에코검사)
6) 미량 알부민 뇨검사(1차건강진단의 뇨 중 단백의 유무검사에서 의
양성(±)또는 약양성(+)의 소견이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 한함)
특정보건지도는 2차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뇌 및 심장질환 발생의
예방을 위해 면접에 의해 행하는 의사, 보건부 또는 보건사에 의한 보건
지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영양지도, 운동지도, 생활지도의 지도 모
두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2차건강진단의 결과 기타 사정에 의해 이미
뇌․심장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
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해 2차건강진단에 관련된 특정보건
지도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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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건강진단은, 1년도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특정보건지도는 2차건
강진단마다 1회에 한한다. 따라서 동일 연도 내에 1명의 근로자에 대하
여 2회 이상의 정기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차건강진단에서 급부대상소견이 인정된 경우에 당해 연도 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된다. 또한 1차건강진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당해 1차건
강진단에 관련된 2차건강진단 등 급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정기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동일 연도
내에 다시 2차건강진단 등 급부는 지급되지 않는다. 2차건강진단 등 급
부는 산재병원 또는 도도부현노동국장이 지정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이
하 ‘건강급부병원등’에서 직접 2차건강진단 및 특정보건지도가 급부(현
물급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2차건강진단 등 급부의 청구는 1차건강진단
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당해 기간 내에 천재, 기타
청구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
는다.
2차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로부터 당해 2차건강진단의 실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2차건강진단의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받은
사업주(안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자)는, 안위법 제66조 제
1∼4항까지 또는 제5항 단서 또는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건강진단
및 당해 2차건강진단의 결과(당해 건강진단의 항목에 이상의 소견이 있
다고 진단된 근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함)에 근거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
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당해 2차건강진단의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이 사업주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사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청취한 의사의 의견은 안위칙양식 제5호의 건
강진단 개인표에 기재해야 한다.
사업주는 상기의 의사의견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취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노동시
간의 단축, 심야업 횟수의 감소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외에 작업환경 측
정 실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야 한다.
2차건강진단의 수진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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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일반건강진단은 일반적인 건강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실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업무수행과의 관련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
연히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서는 안 되고 노사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이
지만, 근로자의 건강의 확보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불가결한 조건임
을 생각할 때 그 수진에 필요한 시간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1972년 9월 18일자 基發 제602호)로 되어 있다. 2차건강진
단을 근무중에 수진해야만 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수진에 필
요한 시간에 관련된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로 정해야 하지만, 뇌 및 심장질환의 증
상의 염려가 있는 근로자의 건강확보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불가결한
조건임을 생각하면 그 수진에 필요한 시간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바람직하다.

8. 특별지급금
노동복지사업 중에서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의 원호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특별지급금의 지급이 있다. 특
별지급금은 보험급부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받는 보험급부에
부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급부에 준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특별지급금의 종류로는 ① 휴업특별지급금, ② 장해특별지급
금, ③ 유족특별지급금, ④ 상병특별지급금, ⑤ 장해특별연금, ⑥ 장해특별
일시금, ⑦ 유족특별연금, ⑧ 유족특별일시금, ⑨ 상병특별연금 등이 있다.
이 중 ⑤∼⑨가 보너스 등의 특별급여를 산정기초로 하는 소위 ‘보너스
특별지급금’이다.
가. 휴업특별지급금
휴업특별지급금은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
에 대하여 그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를 받는 자에게 지급된다.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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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급금액은, 휴업 1일당 급부기초일액의 20%에 상당하는 액수이다.
나. 장해특별지급금
장해특별지급금은 장해보상급부 또는 장해급부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이다. 그 액수는, 장해등급에 따라서 다음 표에 열거하
는 바와 같다.
<표 4-31> 장해등급별 장해특별지급금
장해등급 특별지급금액 장해등급 특별지금금액
1급
2급
3급
4급
5급

342만엔
320만엔
300만엔
264만엔
225만엔

6급
7급
8급
9급
10급

192만엔
159만엔
65만엔
50만엔
39만엔

장해등급 특별지급금액
11급
12급
13급
14급
15급

29만엔
20만엔
14만엔
8만엔

단,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남고, 장해등급의 병합 올림이 이루어진
경우에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특별지급금의 합
산액이 올려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특별지급금의 액수에 부족할 때의
장해특별지급금액은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특
별지급금액의 합산액이 된다. 또한 이미 신체장해를 가진 자가 업무상
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동일 부위에 대해 장
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서 장해특별지급금의 액수는 현재의 신체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특별지급금의 액수에서 이미 신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특별지급금의 액수를 차감한 액
수가 된다.
다. 유족특별지급금
유족특별지급금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의 최우선순위의 유족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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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자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에 유족보상연금
의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게 지
급되는 일시금으로, 그 액수는 300만 엔(유족특별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두 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300만 엔을 그 인원수로 나누
어 얻은 액수)이다.
라. 상병특별지급금
상병특별지급금은 상병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이다. 그 액수는 상병등급에 따라 다음표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
<표 4-32> 상병등급별 상병특별지급금
상병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특별지급금의 액수
114만엔
107만엔
100만엔

1) 상병특별지급금을 수급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고 신
체에 장해가 남음으로 인해 장해특별지급금을 받게 된 경우, 장해
특별지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특별
지급금의 액수가 이미 받은 상병특별지급금의 액수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장해특별지급금이 지급된다.
2) 기존 장해가 있는 자가 상병특별지급금을 받은 후에 당해 상병이
치유되고 장해특별지급금을 받게 된 경우, 가중장해 등의 경우의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된 장해특별지급금의 액수가 이미 받은 상병
특별지금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장해특별지급금이 지급된다.
마. 특별급여를 기초로 하는 특별지급금(보너스 특별지급금)
장해특별연금, 장해특별일시금, 유족특별연금, 유족특별일시금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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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별연금의 다섯 종류의 특별지급금은 보너스 등의 특별급여의 액수
를 그 지급액의 산정기초로 하는 특별지급금이다. 특별급여를 기초로
하는 특별지급금의 지급액은 특별급여를 근거로 한 산정기초일액을 근
거로 계산된다.
특별급여란 급부기초일액의 산정기초에서 제외되어 있는 보너스 등 3
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임시로 지급된 임금은
이 특별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정기초일액이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 이전 1년간(고용 후 1년에 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 후
의 기간)에 그 근로자가 사용되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특별급여의 총액
(산정기초년액)을 365로 나누어 얻은 액수이다. 이와 같이 산정된 액수
가 급부기초연액(급부기초일액의 365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20%에 해
당하는 액수 또는 150만 엔 중 낮은 쪽의 액수를 상회할 경우에는 급부
기초일액의 20%에 해당하는 액수 또는 150만 엔 중 낮은 쪽의 액수가
산정기초년액이 된다.
전술한 휴업특별지급금, 장해특별지급금, 유족특별지급금 및 상병특
별지급금은 특별가입자에게도 지급된다. 그러나 장해특별연금 등의 특별
급여를 기초로 하는 특별지급금은 특별가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1) 장해특별연금
장해특별연금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급되며, 그 액수는 장해등급에 따라 다음의 표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
<표 4-33> 장해등급별 장해특별연금의 지급수준
장해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연금액
산정기초일액의 313일분
277일분
245일분
213일분
184일분
156일분
131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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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장해등급별 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 기준수준
장해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액 수
산정기초일액의 1,340일분
1,190일분
1,050일분
920일분
790일분
670일분
560일분

장해특별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장해 정도에 변경이 있어서 다른 장해
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롭게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
해특별연금 또는 장해특별일시금이 지급된다. 또한 장해등급의 병합 올
림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장해의 경우 및 재발하여 나은 경우의 장해특
별연금의 지급액은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연금의 경우와 같이 산정된다.
그리고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또는 장해연금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
에 대해서는 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이 지급되고, 그 액수는 장해등급
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열거하는 액수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특별연금
의 액수(슬라이드가 행해진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의
액수)를 차감한 액수(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유족이 두
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액수를 인원수로 나누어 나온 액수)이다.
장해특별연금에 대해서는 선불일시금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장해특별일시금
장해특별일시금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수급권자에 대
하여 지급되며, 그 액수는 장해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하는 바와 같
다.
장해등급의 병합 올림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장해의 경우 및 재발하
여 나은 경우의 장해특별일시금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일시금의 경우와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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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장해등급별 장해특별일시금의 지급수준
장해등급
장해등급 제 8 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일시금
산정기초일액의 503일분
391일분
302일분
223일분
156일분
101일분
56일분

3) 유족특별연금
유족특별연금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다음 표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 단,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두 명 이상 있을 때에는 다음 표에 열거하
는 액수를 수급권자의 인원수로 나누어 얻은 액수가 각 수급권자의 수
급액이 된다.

<표 4-36> 유족수별 유족특별연금의 지급수준
유족의 수

액 수

1인

산정기초일액의 153일분
단, 그 유족이 55세 이상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는 처인
경우는 산정기초일액의 175일분

2인

산정기초일액의 201일분

3인

223일분

4인 이상

245일분

유족특별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약년으로 지급정지된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유족특별연금에 대해서는 선불일시금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유족특별일시금
유족특별일시금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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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보
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자가 없을 경우는 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 ②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모두 실권한
경우,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유족특별연금의 합
계액(슬라이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
우의 액수)이 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산정기
초일액의 1,000일분과 그 합계액의 차액이다. 또한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등분한 액수가 각각의
수급권자의 수급액이 된다.
5) 상병특별연금
상병특별연금은 상병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급되며, 그 액수는 상병등급에 따라 다음의 표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
<표 4-37> 상병등급별 상병특별연금의 지급수준
상병등급

연금액

제1급
제2급
제3급

산정기초일액의 313일분
277일분
245일분

상병특별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장해 정도에 변경이 있어서 다른 상병
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롭게 해당하기에 이른 상병등급에
따른 상병특별연금이 지급된다.

제3절 보험급여의 처리절차

산재보험에 대한 실무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곳은 노동기준관할감독
서이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의 보험급부를 청구할 때마다 각종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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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게 되어 있다. 청구자로부터 제출된 각종 서류는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에 설치되어 있는 광학적 문자판독장치(OCR)로 직접 판독하여
그 데이터를 통신회로로 후생노동성 산재보험 사무실의 컴퓨터로 보내
진다. 후생노동성 산재보험사무실에서는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컴퓨터
로 급부액의 계산, 각종 대장에로의 기록 등의 처리를 하며 그 처리결과
를 통신회로에 의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반송한다. OCR이란 Optical
Character Reader의 약자로 광학적 문자판독장치를 말한다. 이 시스템
으로 사용하는 OCR은 각종 청구서 등의 기입틀(□□□로 구성되어 있
는 부분)에 손으로 쓴 숫자 가타카나를 판독하여 그 데이터를 후생노동
성 산재보험사무실 컴퓨터로 송신하는 장치이다. 후생노동성 산재보험
사무실의 컴퓨터로부터 되돌아온 데이터를 프린터로 인쇄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모든 급부의 청구서류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되고 노동기준감독서
가 결정을 한다. 이때 주치의나 대학교수나 저명의사로 구성되는 비상
설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문의 내용은 의학적인 내용
으로 국한되고, 보험급부 등의 결정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이 행한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정병원 등인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요양(보상)급부로서 요양급부 청구서(양식 제5
호 또는 양식 제16호의 3)」를 병원에 제출한다. 이 요양급부 청구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된 것이 필요하며, 사업주는 업무재해인 경우에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사상병보고를 행한다. 이러한 요양급부청구서는 지정
병원을 경유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되고 이는 다시 노동기준
국에 이송되어 노동기준국으로부터 지정병원에 치료비가 지급된다. 여
기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라 함은 보험관계의 일괄취급을 받고 있는 경
우는 계속사업인 때는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의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이
고, 유기사업인 때는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무소의 관할 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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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요양급여의 처리절차
사상병보고(통근재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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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감독서이다 또, 성질상 현물급부가 곤란한 통원비용 등은 다음의 요
양비용청구를 한다.
지정병원 등이 아닌 경우는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한 후에 병원의 증명과 업무재해인 경우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
노동기준감독서에「요양급부로서 요양급부 청구서」를 제출한다. 여기
서의「요양급부로서 요양급부 청구서」는 비지정병원, 비지정약국, 유도
종복사, 침술사 등 그 대상에 따라 제16호의 5(1)에서 제16호의 5(5)까
지 다섯 종류가 있다. 이 경우 노동기준감독서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요양비용의 청구에서 2회 이후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사업주에 의한 청구서의 확인은 필요 없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제3자 행위 재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병원을 바꾸려는 경우는
「요양(보상)급부를 받는 지정병원 등 (변경) 신고서(양식 제6호 또는
양식 제16호의 4)」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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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급여
휴업급여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4] 휴업급여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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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기준감독서는 청구자로부터 제출된「휴업보상급부 지급청
구서(양식 제8호 또는 양식 제16호의 6)」에 의해서 필요한 심사․조사
등을 한 뒤에 지급결정, 송금통지서의 우송, 금융기관에의 송금처리 등
지불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청구자에게 휴업(보상)급부의 지급을 행한
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5] 장해급여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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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에 관해서는 지급결정 통지와 동시에 연금증서가 교부된
다.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생년월일에 따라 매년 1회, 5월 말일 또는
10월 말일까지「연금으로서 수급권자의 정기보고서(양식 제18호)」를,
또 장해 정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장해보상급부변경청구서, 장해급
부청구서, 장해특별연금변경신청서(양식 제11호)」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해야 한다. 장해특별지급금, 장해특별연금, 장해특별일시금의 지급
신청도 동일하게 행한다.
또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의 선불을 희망하는 경우는 업무
재해인 경우는「장해보상연금 선불 일시금 청구서(양식제10호)」, 통근
재해인 경우는「장해연금 선불 일시금 청구서(양식 제10호)」를 제출한
다. 또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받고자 할 경우는「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 청구서(양식 제37호의 2)」를 제출한다.

4. 간병급여
개호(간병)급여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개호(보상)급부 청구서(양식 제16호의 2의 2)」를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해야 한다. 계속해서 청구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을 지출해서 개호
를 받은 경우는「개호에 소요된 금액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변경이 생긴 경우는 신규로 본 급부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그림 4-6] 개호급여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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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상급부의 초회의 청구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자의 경우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청구 후에 행하고, 상병보상연금
을 받을 권리자의 경우는 당해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결정 후에 행한다.

5. 유족급여
유족급여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금의 경우는 사업주 확인을 받은「유족(보상)연금지급청구서(양식
제12호 또는 양식 제16호의 8)」, 일시금의 경우는「유족(보상)일시금지
급청구서(양식 제15호 또는 양식 제16호의 9)」에 호적등본이나 초본 등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또 유족연금수급권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는 수색원의 복사 등을 첨부하여「유족
(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양식 제14호)」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
다. 장제료(장제급부)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7] 유족급여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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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장제료(장제급부)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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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료청구서(양식 제16호) 또는 장제급부청구서(양식 제16호의 10)
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
출한다.

6. 진료비 지급
가. 각종보험과 진료비
건강보험(사회보험)은 근로자 본인인 환자가 입원할 경우 2할을 부담
한다(2002년 7월 현재). 한편 산재보험의 요양급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병원을 경유해서 청구하며, 환자의 부담은 없다. 이러한 요양
에 관한 비용은 건강보험의 경우「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에 요
한 비용의 금액산정방법(1994년 후생성고시 제54호)」에 의해서 진료(조
제)보수점수×(1점 단가) 10엔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산재진료비 산정에 관하여(1976년 1월 13일부 基發 제72호 노동성노
동기준국장통지」에 근거해서 진료단가를 12엔(국공립병원 등은 11.5엔)
으로 하고, 초진이나 재진료 등의 특정진료항목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의
점수와 다른 점수(금액)을 정한 소위「산재특게요금(勞災特揭料金」에
의해서 산정된다.
한편 교통사고에 의한 치료는 의료비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자유진료
로 행해진다. 그러나 교통사고 의료보수도 의료행위를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에 단가를 곱해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가는 각 의료기관
에서 자유롭게 정하고 있으나, 교토에서는 1점당 20∼25엔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자배책보험의 의료비청구에 대해서는 1984
년 12월에 당시의 대장성 자문기관인 자배책보험심의회가 답신 중에서
불명확한 청구기준 등의 현상을 지적한 것이 있어서, 일본의사회, 일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율산정회의 3자가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회
의를 갖고, 1989년 6월에 청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 내용은
자동차보험의료비는 현행의 산재보험진료비산정기준에 의한다는 것과,
그 경우 약제 등의 물건에 관해서는 그 단가를 12엔으로 하고, 기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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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료에 대해서는 여기에 20%를 가산한다는 것이었다. 즉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는 약제는 산재보험과 같지만 기술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진
료비에 2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는 의료측과 손해보험회사측의 합의가 이루어져 상기의 합의대로 실행
하는 곳도 많이 있으나, 교토(京都)지역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도 실제 적용은 각 의료기관의 재량을 인정하
고 있는 곳이 많다.
이상과 같은 각 보험의 진료수가는 간단히 말하면, 건강보험보다 산
재보험이 20% 비싸고, 산재보험보다도 자동차보험이 20% 비싸다고 말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재보험은 특게요금이 있고, 자동차보험은 자유진
료가 많은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병원측은 가능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산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순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병원측은
환자가 산재인정될 때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우
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가 인정된 후에 산재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강보험사무소가 산재 해당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
한 사실을 알면 환자에게 즉시 반환을 청구하고 병원측에 지도를 하고
있다.
나. 노재보험정보센터
요양(보상)급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병원을 경유하여 노동
기준감독서에 청구한다. 진료비 청구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병원은 이미
의료비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한 상태이거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상황이므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 결과
병원은 치료비를 수령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노재보험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노재
보험정보센터(RIC : 이하, 정보센터)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 및 산
재의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정보제공 등을 행함과 동시에 근로
자․사업주, 산재지정의료기관 및 기타 관계자의 상담에 응하고 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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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것을 목적으로 1988년 7월에 창설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하
고 있다. 이러한 정보센터는 동경에 본부, 각 도도부현에 47개의 지방사
무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1) 진료비대부사업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재지정의료기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 정보센터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산재지정의료
기관에 산재보험으로부터 진료비가 지급될 때까지 산재의료비상당분을
대부하고, 산재보험으로부터 지급이 있을 때 정산하는 것이다. 이 사업
과 공제사업은 정보센터와 산재지정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지며, 현재는 약 90%의 산재지정의료기관이 계약하고 있다.94)
대부계약은 공제계약과 일괄 체결된다. 여기서의 대부계약이란 산재
진료비가 산재보험에서 정보센터에 지불될 때까지 지정의의 진료채권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이다(단, 진료비청구의 취급수수료가
있다). 국립병원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정의는 진료비의 대체
지불을 받을 수 없다. 계약의 신청시의 서류는 노재진료비원호대부노재
진료공제계약신청서, 지정병원등등록(변경)보고서, 진료비대리수령위임
장, 진료비대리수령위임통지서이다. 대부공제계약의 성립은 대부계약의
신청을 한 지정의에 대하여 정보센터 이사장이「노재진료원호대부금대
부노재진료공제계약승낙서」에 의해 통보한다.
진료비청구서는 병원이 동경노동보험의료협회의 회원인 경우, 정보센
터와의 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동협회에 제출하며, 비회원인 경우의 병
원은 동경노동국에 제출한다. 대부신청은 대부계약자가 진료비청구서를
동경사무소에 제출하면, 진료비청구서사본을 작성하여,「노재진료원호
대부금대부계약신청서」로 한다.
매월 10일경까지 의료비청구서가 제출된 대부신청에 대해서는 25일
94) 노재보험정보센터(2001). RIC profile. 동경에서는 의사회의 영향이 커서 약
3,500개의 지정의료기관 중 약 200개만 계약하고 있다고 한다(동경노동기준감
독서 차장 村上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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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지정된 계좌에 대체지불금을 입금한다. 대부계약자가 지정한 계좌
에 입금함과 동시에 대체지불금의 명세를 다음의 통지서로 통보한다.
즉, 노재진료원호대부금 진료비 등 지불 충당 입금통지서, 진료비청구에
관한 노재진료 원호대부금 내역서, 노재진료원호대부금액에 대한 대부
금 미정산액(유보액) 내역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진료비 지불 입금통
지서이다.
동경도 이외의 청구분은 정보센터에서 대체지불한 후에 동경노동국
의 심사를 거처서 관할 노동국으로 이관한다.
2) 노재진료공제사업
지정의료기관의 산재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이 업무
외 또는 통근 외로 불지급 결정을 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당해 진료
비를 수정해서 건강보험 등 타 보험에 청구하게 된다. 이때 노재진료비
산정기준과 건강보험 등의 보험자부담분과의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
하게 되는데, 이 본인 부담분을 환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보상하
는 것이 노재진료공제이다. 공제의 보상비 금액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4-9] 노재진료공제의 보상비 금액
산재진료비산정기
준에 의한 금액

사회보험진료보
수에 준한 금액

사회보험 진료보수
점수표에 의한 금액

＝

공제보상비의
금액

보험자부담분
본임부담분
본인부담분
산재특게분

산재특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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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등에서 청구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나 기업임원의 업무상 부
상 등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보상액은
의료기관이 본인 등으로부터 지불되지 않았던 진료비 상당분으로 노재진
료비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진료비)의 청구권은 정보센터에 양도된다.
공제계약 후 지정의는「요양급부청구서」1건당 1,800엔씩 당 공제의
부금으로 지불한다. 공제부금의 납부는 정보센터가 노재진료원호대부금
의 대부를 행하는 때에 그 대부금에서 공제된다.
산재보험에 청구된 의료비에 관해서 노동기준감독서장에 의해서 불
지급으로 결정되어 의료비가 지불되지 않는 것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 보상대상이 된다. 또 근로자로부터 요양의 급부청구가 취
하된 경우에도 불지급 결정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대상이 된다.
① 공제계약 후에 청구된 것, ② 요양의 급부청구서에 사업주 증명이 되어
있을 것, ③ 사회보험에 의료비 지급청구를 행한 것. 단, 근로자의 행방불
명 등에 의해서 지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및 건강보험 등 타보험에서도
지급되지 않는 것은 보상대상이 된다. ④ 재발에 관한 것이 아닌 것, ⑤
2001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일 것이다.
보상의 청구시에는 노재진료공제보상청구서, 사회보험진료보수명세
서, 사회보험진료비본인부담분채권양도서를 첨부한다. 근로자의 행방불
명 등에 의해서 건강보험 등 타보험에서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상기
서류 외에 소재불명 등에 관한 노재진료공제보상비신청서와 사회보험
진료비채권청구서를 첨부한다. 보상비의 지불은 정보센터 이사장이 지
방사무소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관계서류에 의해서 지불금액을 결정
해서, 공제계약에 근거해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노재진료
공제보상비 입금통지서에 의해서 통지한다. 정보센터 이사장이 보상비
의 지불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노재진료공제보상비불지급통지
서에 의해서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또 정보센터는 공제계약자에 대해서 장기운전자금의 대부도 행하고
있다. 노재진료공제계약 체결 후 1년 이상을 경과한 계약자로 원호사업
의 진료비대부의 실적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금액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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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부터 700만 엔까지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다. 이율은 재정투융자법
의 대부이율에서 1%를 공제한 이율이다(2001년 8월 현재 0.1%)
3) 진료관계 수탁사업
정보센터는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산재지정약국에서 투약을 받은 경우의 진료비 혹은 척손손상 등
[그림 4-10] 진료비청구 수탁업무의 흐름
노재진료원호대부금
계약지정의료기관

노재진료원호대부
금비계약지정의료
기관
(국립병원 포함)

진료비청구서등
제출

동경노동국
접수, 확인

센터 동경사무소,
접수, 확인, 점검

점검, 심사
진료비심사위원회
계속분
(타 도도부현
포함)

초회

타 도도부현
초회분(계약의료기관
분은 동경사무소에서
대체지불 후에)

분
동경도내 각
노동기준감독서
업무상외등 심사
지급, 불지급 결정

타 도도부현
관할노동국
접수, 확인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업무상외등 심사
지급, 불지급 결정

센터 동경사무소
점검
기계입력

관할 센터 지방사무소
게계입력
전송
노재보험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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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 병상에 관해서 애프터캐어를 받은 경우의 업무 중에서, ① 진료비
청구서 등의 접수․점검․입력 및 자기디스크의 보관, ② 약제청구서의
점검․입력, 방문간호비용청구서의 점검, ③ 애프터캐어위탁비용청구서
등의 접수․점검, OCR입력업무 등을 행한다. 수탁업무의 흐름은 [그림
4-10]과 같다.

7. 급여청구 서식
산재보험급부 청구에 사용되는 관련서식일람은 다음과 같다. 본 일람
표의 연번에 따라 이하 개설한다.
<표 4-38> 산재보험 급여청구양식
연번 종 류

양식번호

1

全급부 양식 제4호

2

요 양 양식 제5호

3

요 양 양식 제6호

4

요 양 양식 제7호(1)

5

요 양 양식 제7호(2)

6

요 양 양식 제7호(3)

7

요 양 양식 제7호(4)

8
9

구분 양식 (청구서 등의 종류)
업 미지급보험급부지급청구서
통 미지급특별지급금지급청구서

어떤 때
제출처
미지급 보험급부가 있는 관할감독서
경우
등을
요양급부청구 산재지정병원 등에 다닌 병원
업 요양보상급부로서
경유한 관할
서
경우
감독서
병원을 경
업 요양보상급부로서 요양급부를 병원을 바꾸려 하는 경우 유한 관할감
받는 지정병원 등(변경) 신고서
독서
요양보상급부로서
요양비용청구
업 서
비지정병원에 다닌 경우 관할감독서
업 요양보상급부로서 요양비용청구 비지정약국에서 약제의 관할감독서
서
지급을 받은 경우
요양보상급부로서
요양비용청구
유도정복사(柔道整復師)에 관할감독서
업 서
게 치료를 받은 경우
및 안마마사지 지
요양비용청구 침술사
업 요양보상급부로서
압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 관할감독서
서
우

요양비용청구 비지정방문간호사업자에 관할감독서
요 양 양식 제7호(5) 업 요양보상급부로서
서
게 방문간호를 받은 경우
상병의 요양으로 휴업하고
휴 업 양식 제8호
업 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이 4 관할감독서
휴업특별지급금지급청구서
일 이상에 달한 경우

10 휴 업 양식 제9호

업 평균급여액증명서
통

장해보상급부지급청구서
장해(연
11 금 또는 양식 제 10호 업 장해특별지급금지급신청서
장해특별연금지급신청서
일시금)
장해특별일시금지급신청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으로
슬라이드제가 적용된 휴업 관할감독서
(보상)급부를 청구할 경우
치료 후 장해등급표에서
정한 신체장해가 남은 경 관할감독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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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의 계속
연번 종 류
12 장 해

양식번호 구분
연금 신청
양식 제10호

양식 (청구서 등의 종류)

장해보상급부변경청구서
업
장해급부변경청구서
통
장해특별연금변경신청서

14 유 족 양식 제12호

유족보상연금지급청구서
업 유족특별지급금지급신청서
유족특별연금지급신청서

연금 신청
양식 제1호

제출처

업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청구서 선불일시금을 지급받고자
관할감독서
통 장해연금선불일시금청구서
할때

13 장 해 양식 제11호

15 유 족

어떤 때

연금수급권자의 장해
정도가 변경된 경우

관할감독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감독서

유족보상연금선불일시금청구서 선불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업
관할감독서
유족연금선불일시금청구서
할 경우
통

16 유 족 양식 제13호

유족보상연금전급(轉給)등청구서 수급권자의 변경이 생긴
업
관할감독서
유족연금전급등청구서
경우
통
유족특별연금전급등신청서

17 유 족 양식 제14호

업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
통 유족연금지급정지신청서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
관할감독서
이상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 유 족 양식 제15호

유족보상일시금지급청구서
업 유족특별지급금지급신청서
유족특별일시금지급신청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관할감독서
경우)

19 장 제 양식 제16호

업 장제료청구서

장제를 행한 경우

20 상 병

양식
제16호의 2

관할감독서

요양 개시 후 1년 6개월을
업
상병의 상태 등에 관한 신고서 경과하고도 치유되지 않고 관할감독서
통
상병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
업 개호보상급부지급청구서
21 개 호 제16호의 2의
통 개호급부지급청구서
2

장해․상병(보상)급부를
받고 있는 자가
관할감독서
일정장해에 의해 실제로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통근재해
에 관한 양식 제16호
22
전(全)급 (별지)
부

통근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나 사망에 대한 각종
관할감독서
보험급부청구를 행하는
경우

통 통근재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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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의 계속
연번 종 류

양식번호 구분

양 식(청구서 등의 종류)

어떤 때

제출처

병원을
산재지정병원 등에 다닌
경유해서
경우
관할감독서

23 요 양

양식
제16호의 3

통 요양급부로서 요양급부청구서

24 요 양

양식
제16호의 4

통

25 요 양

양식
통 요양급부로서 요양비용청구서 비지정병원에 다닌 경우 관할감독서
제16호의 5(1)

26 요 양

양식
비지정약국에서 약제
통 요양급부로서 요양비용청구서
제16호의 5(2)
지급을 받은 경우

27 요 양

양식
통
제16호의 5(3)

28 요 양

양식
통
제16호의 5(4)

29 요 양

비지정
양식
요양급부로서 요양비용청구서
통
방문간호사업자에게
제16호의 5(5)
방문간호를 받은 경우

30 휴 업

양식
제16호의 6

휴업급부지급청구서
통
휴업특별지급금지급신청서

요양을 위해 휴업하고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이
4일 이상에 달한 경우

장 해
(연금 양식
31
제16호의 7
또는
일시금)

장해급부지급청구서
장해특별지급금지급신청서
통
장해특별연금지급신청서
장해특별일시금지급신청서

치료를 받고 치유된 때에
관할감독서
장해등급표에 정한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32 유 족

양식
제16호의 8

유족연금지급청구서
통 유족특별지급금지급신청서
유족특별연금지급신청서

33 유 족

양식
제16호의 9

유족일시금지급청구서
통 유족특별지급금지급신청서
유족특별일시금지급신청서

34 장 제

양식
통 장제급부청구서
제16호의 10

요양급부로서 요양급부를 받는
전의하려고 할 때
지정병원 등 (변경) 신청서

요양급부로서 요양비용청구서

유도정복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을
경유해서
관할감독서

관할감독서

관할감독서

요양급부로서 요양비용청구서 침술사 및 안마마사지
지압사에게 치료를 받은 관할감독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감독서

관할감독서

관할감독서

근로자가 사망한
관할감독서
경우(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한 경우

관할감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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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의 계속
연번 종 류

양식번호 구분

양식
35 2차건강
제16호의 10
진단
의2

양 식(청구서 등의 종류)

2 2차건강진단등급부청구서

어떤 때
정기건강진단 등의 결과,
뇌․심신질환을 발증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처
병원 등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국

요양 개시 후 1년 6개월을
양식
업
36 상 병 제16호의 11 통 상병의 상태 등에 관한 보고서 경과해도 치유되지 않고 관할감독서
상병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37 연 금 양식 제17호 업 연금증서

연금으로서 보험급부 지급
결정의 통지를 할 경우

연금으로서 보험급부
38 연 금 양식 제18호 업
통 수급권자의 정기보고서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관할감독서

연금보험급부 수급권자의 주소, ① 수급권자의 성명.주소 관할감독서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업
39 연 금 양식 제19호 통 성명변경신청서
②
지급받는
금융기관 또 주소를
연금지불금융기관
는 우체국을 변경하려 관할하는
등변경신청서
고할때
감독서
후생연금보험 등의 수급관계
40 연 금 양식 제20호 업
통 변경신고서

후생연금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 수급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

관할감독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실권신청
41 유 족 양식 제21호 업 서
수급권자가 실권한 경우 관할감독서
통 유족연금수급권자실권신청서
유족보상연금액산정기초변경신 유족(보상)
업
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관할감독서
42 유 족 양식 제22호
하고 있는 유족의
통 청서
유족연금액산정기초변경신청서 같이
수에 증감이 생긴 경우 등
43
44 -

-

양식 제36호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사업장
임검증

양식 제37호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진료록검 행정청이 진료에 관한
- 사증
사항에 대해서 검사 등을
하는 경우

45 장 해 양식
제37호의 2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지급청
업 구서
통 장해연금차액일시금지급신청서
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지급신
청서

행정청이 임검, 질문,
검사를 행한 경우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이 끝난 연금의
관할감독서
합계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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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의 계속
연번 종 류
양식번호
손해
양식
46
배상
제37호의 3
47 휴 업

양식 제38호

구분 양 식(청구서 등의 종류)
어떤 때
업 사업주책임재해손해배상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통 령신고서
업
특별지급에 관한 신고서
통

휴업특별지급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처
관할감독서
관할감독서

48

장 해 양식 제1호

업
외과후처치신청서
통

상실한 노동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49

장 해 양식 제10호

업 온천보양신청서
통

온천보양을 받으려고 할 관할감독서
때
경유 노동국

노
장 해 양식 제6호
동
복
51 지 장 해 양식 제13호
사
업 장해
유 족 양식 제1호
52
상병
50

53

장해
유 족 양식 제1호
상병

54

-

임의

업
의지 등의 지급이나
의지 등 지급․수리신청서
통
수리를 받으려고 할 때
업
여비지급신청서
통

관할감독서
경유 노동국

관할감독서
경유 노동국

온천보양 등을 위해 여비의 관할감독서
지급을 받으려고 할 때
경유 노동국

사망근로자의 유족인 자녀
등이 학자금을 받으려 할 관할감독서
때
사망근로자 유족인 자녀
업 산재취로원호비지급․변경 등을 보육소, 유치원에
관할감독서
맡겨 그 비용의 원호를
통 신청서
받으려고 할 때
업 산재취학 등
통 원호비지급․변경신청서

업
제3자 행위 재해 신고서
통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관할감독서

주 : 업 : 업무재해양식, 특 : 특별가입양식, 통 : 통근재해양식, 2 : 2차건강진단양식.

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산재보험에서 보험급부 중 요양(보상)급부를 제외한 각 보험급부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산정이 ‘급부기초일액’을 근거로 행해진다. 이 ‘급부
기초일액’은 노동기준법 제12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제8조 제1항). 이상과 같이 산재보험의 보험급부 중 현금급
부액은 ‘급부기초일액’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이 급부기초일액은 다음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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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의 산정기준
가. 원 칙
급부기초일액은 원칙으로 노동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다.
평균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병에 걸
렸음이 확정된 날(임금마감일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날 직전의 임금
마감일)의 직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1생활일당 임금액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
총액에는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 외에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
데, 결혼수당 등 임시로 지급된 임금, 보너스 등 3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3개월 안에 ① 업무상의 상병에 의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② 산전산후의 휴업기간, ③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
한 기간, ④ 육아․개호휴업을 한 기간, ⑤ 시험 사용기간 등이 있을 때
에는 산정기간에서 이러한 기간의 날수를 제하고, 임금총액에서 이러한
기간중의 임금액을 차감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임금이 일급, 시간급, 청부급 등인 경우에는 가의 방법에 의해 계산하
면 그 근로자가 취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못 받았던 기간도 평
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버린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최저보장액과 가의 원칙적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액수의 높은 액수쪽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임금이 일급제, 시간급제, 성과급제 등의 청부제에 의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가에 의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중의 노동일수로 나눈 금액의 60%
2) 임금이 일급제, 시간급제, 청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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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각각 계산한 금액의 합
계액
- 임금의 일부가 일급제, 시간급제, 청부제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그 부분의 총액을 그 기간중의 노동일수로 나눈 금액의
60%
- 임금의 일부가 월급제, 주급제 기타 일정기간에 의해 정해져 있
고 그 일정기간중의 결근일수 또는 결근시간수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결근하지 않았을 때 받았을 임금총액을 그 기간중의
소정 노동일수로 나눈 금액의 60%
- 임금의 일부가 월급제, 주급제 기타 일정기간에 의해 정해여 있
고 그 일정기간중의 결근일수 또는 결근시간수에 따라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
액
3) 일용근로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병에 걸
린 것이 확정된 날의 직전 1개월간에 그 사고가 발생해서 또는 병
에 걸린 사업장에 사용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총액을 노동일수로 나눈 금액의 73%
나. 특례로서의 급부기초일액 등
원칙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부기초
일액으로 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의해 급부기초일
액을 산정한다.
1) 진폐환자의 급부기초일액은 일반근로자와 같아. 의사의 진단에 의
해 진폐에 걸림이 확정된 날의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진폐에
걸려서 분진작업 이외의 작업으로 전환한 날의 직전 3개월간의 임
금을 근거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비교하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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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정한다.
2)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중에 통근재해 기타 소위 사병 등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및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전기 1)에 의해 계산한 액수를 상회할 때에는 그 액수가
급부기초일액이 된다.
3) 이상의 특례 외에 1)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평균임금해당액을 급
부기초일액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생노
동성노동국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액을 급부기초일액
으로 한다.
4) 1)∼3)에 의해 산정한 액수가 4,290엔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
부기초일액은 일률적으로 4,290엔이 된다. 또한 보험급부액이 슬라
이드되는 경우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에 슬라이드율
을 곱한 액수가 4,290엔을 초과할 때에는 급부기초일액은 평균임
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돌아간다.
5) 요양 개시 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휴업보상급부 및 휴업급부, 장해
보상연금 및 장해연금,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연금, 상병보상연금
및 상병연금의 급부기초일액은 연령계층별로 최고한도액과 최저
한도액이 마련되어 있어, 매년 7월 31일까지 관보로 공시되고 있
다.
다. 특별가입자의 급부기초일액
특별가입자에는 가내근로자처럼 급부기초일액의 근거가 되는 ‘임금’이
없으므로, 특별가입자의 급부기초일액은 특별가입자가 희망하는 액수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그 액수는 20,000엔, 18,000엔, 16,000엔, 14,000엔,
12,000엔, 10,000엔, 9,000엔, 8,000엔, 7,000엔, 6,000엔, 5,000엔, 4,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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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3,500엔(가내근로자의 경우는 이 외에 3,000엔, 2,500엔 및 2,000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급부기초일액의 희망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하며, 그것에 근거한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급여의 조정
가. 휴업보상급부(휴업급부)
휴업보상급부 및 휴업급부의 슬라이드는 급부기초일액을 슬라이드시
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4분기(슬라이
드 된 경우에는 슬라이드 개정시의 4분기의 전전 4분기)의 평균급여액
(「매월노동통계」의 조사산업계의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급여의 근로
자 1인당 1개월 평균액을 말함)이 10%를 초과하여 상회한 경우에, 그
비율을 기준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을 본인의 급부기초일액
(슬라이드된 경우에는 슬라이드 후의 금액)에 곱하여 업은 금액을 그 4
분기의 다음 4분기의 초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생긴 휴업보상급부 및 휴
업급부의 급부기초일액으로 한다.
나. 연금급부
연금급부의 슬라이드도 급부기초일액을 슬라이드시키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즉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이후는
그 연도의 8월부터 다음연도의 7월까지의 월분의 연금이 되는 보험급부
에 관하여, 그 연금이 되는 보험급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부기초일
액에 산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평균급여액과 그 연도의 전년도
의 평균급여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슬라이드율
을 곱하여 얻은 액수를 급부기초일액으로 하며, 매년 연금을 위한 보험
급부의 급부기초일액을 산정한다. 슬라이드율은 지급대상월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4월부터 7월까지의 월분에 대해서는 전전년도)의 평균급
여액을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평균급여액으로 나누어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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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일시금급부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장례
비 및 장례급부, 각종 차액일시금, 각종 선불일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도 연금급부의 경우에 준한다. 또한 선불일시금
의 슬라이드율은 선불일시금 청구시의 슬라이드율이 아니라 그 선불일
시금에 관련된 연금의 수급권 발생시의 슬라이드율이 된다.
라. 특별지급금의 액수의 개정(슬라이드제)
휴업특별지급금의 액수는 휴업보상급부의 슬라이드와 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가 이루어진다. 장해특별연금, 유족특별연금 및 상병특별연금
(이하 ‘연금 특별지급금’이라고 함)의 액수는 각각 장해보상연금, 유족보
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의 슬라이드와 똑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가 이
루어진다. 장해특별일시금, 유족특별일시금 및 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
의 액수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의 슬라이드와 똑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가 이루어진다. 또한 장
해특별연금, 유족특별연금, 상병특별연금, 장해특별일시금, 유족특별일
시금 및 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에 대해서는, 그 액수가 슬라이드 되어
야 할 경우에도, 그 슬라이드율을 산정기초년액으로 곱하여 얻은 액수
가 15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150만엔을 산정기초연액으로 하여 그 지급
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는 슬라이드율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 지급액의 슬라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마. 급여종류별 기초급부일액
실제로 보험급부액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급부기초일액은 이 기본이
되는 액수에 슬라이드가 이루어지고, 또한 인하 및 인상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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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급부의 종류별로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하 급부종류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1) 휴업급부기초일액
가) 휴업급부기초일액의 슬라이드
휴업보상급부 및 휴업급부액수의 산정기초로 쓰이는 급부기초일액
(이하 ‘휴업급부기초일액’이라고 함)의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평균급여
액―후생노동성에서 작성하고 있는「매월근로통계」에서 ‘매월 일정하
게 지급하는 급여’의 근로자 1인당 1개월 평균액―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 속하는 4분기(이전에 슬라이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슬라이드 개
정시의 4분기의 전전 4분기)의 평균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그
비율을 기준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율을 급부기초일액(이전에 슬
라이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슬라이드 후의 액수)에 곱한 액수가 휴
업급부기초일액이 된다. 이 슬라이드율은 개정되는 4분기별로 관보에
고시된다. 슬라이드에 의해 실제로 급부기초일액이 개정되는 것은 평균
급여액이 10%를 넘어서 상하한 4분기의 다음다음 4분기부터이다.
이렇게 개정된 휴업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도, 그 이후 또 개정의 기
초가 된 4분기와 비교하여 평균급여액이 10%를 넘어서 변동한 경우에
는 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가 이루어져 그것이 반복되어 가는 것이다.
나) 휴업급부기초일액의 연령계층별의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
요양을 시작해서 1년 6개월을 경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부
기초일액 및 휴업급부에 관련된 휴업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반근로자의 연령계층별 임금구조의 실태 등에 근거하여(구체적으로
는 후생노동성에서 작성하는「임금 구조기본통계(지정통계 제94호)」에
서 일정하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의 연령계층별 제1.20분자리수 및 제
19.20분자리수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취업상태 기타 사정
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말함)연령계층별의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
이 정해져 있다.

244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표 4-39> 연령계층별의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
연령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최저한도

4,250 5,311 6,159 6,863 7,344 7,319 7,251 7,041 6,405 4,409 4,250 4,250

최고한도 13,397 13,397 13,431 16,571 19,364 21,650 22,662 24,368 23,448 19,671 14,863 13,397
자료 : 2001. 7. 25, 후생노동성고시 제261호.

이 연령계층별의 최저․최고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은 휴업급부기초일
액 및 휴업급부에 대해서도 지급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
의 가득능력의 적정한 평가 및 이에 근거한 보상의 실시라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산재시점에서 근로자의 연령차에 의해 생기는
보험급부액의 격차의 시정을 도모할 필요가 생긴 것에 더하여, 요양을
시작해서 1년 6개월을 경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과 상
병연금에는 최고한도액이 적용되는데, 오히려 증상이 가벼운 휴업급부
기초일액 및 휴업급부의 수급자에게는 최고한도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불균형이 현저화된 이유로 1990년의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요양
을 시작해서 1년 6개월을 경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급부 및
휴업급부에 관련된 휴업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도 연금과 같은 연령계
층별의 최저․최고한도액이 도입된 것이다. 이 최저․최고한도액은 매
년 전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그해 8월부터 다
음해 7월까지의 월분의 휴업급부기초일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8월
이 속하는 해의 7월 21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1)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의 특정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법 제8조
의 2 제2항)이란 요양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18개
월째의 달에 당해 요양개시일에 응당하는 날(응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에는 18개월째 달의 말일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990년 10월
3일에 요양을 개시한 경우에는, 1990년 11월부터 기산하여 18개월째 달
인 1992년 4월 3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이 되어 1990년 10월31일
에 요양을 개시한 경우에는 18개월째 달인 1992년 4월에는 31일에 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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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1992년 5월 1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이 된
다.
(2) 연령계산
연령계산에 대해서는 4분기의 첫날에 근로자의 연령을 가지고 당해 4
분기의 당해 근로자의 연령으로 한다.
(3) 슬라이드제와의 관계
최저․최고한도액은 근로자의 연령계층별의 임금실태에 근거하여 매
년 산정되는 것이며, 그 액수 자체에 이미 매년의 임금수준의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슬라이드된 휴업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도 최저․최고한도액이 적용되게 된다.
다) 휴업급부기초일액의 산정
휴업급부기초일액의 산정은 법 제8조의 2 제1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
(슬라이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슬라이드 후의 액수)과 산재를 입
은 근로자의 연령이 속하는 연령계층의 최저․최고한도액을 대소 비교
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행한다.
<표 4-40> 휴업급부기초일액
최저한도액≦법 제8조의 2 제1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최고한도액일 경우 :
법 제8조의 2 제1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
최저한도액＞법 제8조의 2 제1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의 경우:최저한도액
최저한도액＜법 제8조의 2 제1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의 경우:최저한도액

2) 연금급부기초일액
가) 연금급부기초일액의 슬라이드
연금인 보험급부(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상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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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의 액수산정의 기초로 쓰이는 급부기초일액
(이하 ‘연금급부기초일액’이라함)의 슬라이드에 대하여,「매월 근로통
계」에 의한 노동성 1인당 평균급여액과,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
도(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평균급여액과의 비율을 기초로 하
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율을 슬라이드 전 급부기초일액으로 곱한 액
수가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이후의 연금급부기
초일액이 된다. 이 슬라이드율은 매년 7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이 고시된 율에 의해 다음 8월 1일 이후에 지급해야 할 연금인 보험급
부의 연금급부기초일액이 매년 산정되는 것이다.
나) 연금급부기초일액의 연령계층별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
연금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도, 휴업급부기초일액과 같이, 연령계층별
의 최저․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단, 휴업급부기초일액의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연금급부기초
일액의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는 최초월부터 적용된다. 이 최저․최고
한도액의 산정방법은 휴업급부기초일액과 같다.
연금급부기초일액에 연령계층별의 최저․최고한도액이 도입된 것은
휴업급부기초일액보다도 앞서서 1986년의 산재보험법 개정에 의해 도
입되었다. 관보에 의한 고시방법에 대해서는 휴업급부기초일액과 같다.
(1) 연령계산
연령의 계산에 대해서는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에서는 당
해 연금인 보험급부를 받아야 할 근로자의 8월 1일에서의 연령으로 그
날로부터 1년간의 근로자의 연령으로 하고, 유족(보상)연금은(당해 연금
인 보험급부의 수급권자(유족)의 연령이 아니라) 사망한 근로자가 생존
해 있다고 가정한 경우의 8월 1일의 당해 근로자의 연령을 가지고 그날
부터 1년간의 당해 근로자의 연령으로 한다.
(2) 슬라이드제와의 관계
휴업급부기초일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된 연금급부기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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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대해서도 최저․최고한도액이 적용되게 된다.
다) 연금급부기초일액의 산정
연금급부기초일액의 산정은, 법제8조의 3 제1항의 연금급부기초일액
(슬라이드제를 적용해야 할 경우는 슬라이드 후의 액수)과 근로자의 연
령이 속하는 연령계층의 최저․최고한도액과를 대소 비교하여 다음 표
와 같이 행한다.
<표 4-41> 연금급부기초일액
최저한도액≦법 제8조의 3 제1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최고한도액일 경우 :
법 제8조의 3 제1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
최저한도액＞법 제8조의 3 제1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의 경우 : 최저한도액
최저한도액＜법 제8조의 3 제1항의 휴업급부기초일액의 경우 : 최저한도액

라) 경과조치
연금급부기초일액의 최저․최고한도액은 1986년의 산재보험법의 개
정(1987년 2월 1일 시행)에 의해 신설된 것인데, 이것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1) 1987년 1월 31일에 연금인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동
일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하여 동년 2월
1일 이후에도 연금인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경과조치
대상자’라고 함)에 대해서는 당해 동일 이후에 받을 권리를 가지는 연금
인 보험급부의 동일 이후의 기간에 관련된 액수의 산정에서는, 동년 1
월 31일에 법 제8조의 급부기초일액(동일에 슬라이드제를 적용해야할
경우에는 동일에 통상 슬라이드율을 곱하여 얻은 액수. 이하 ‘시행전 급
부기초일액’이라고 함)가 피재근로자의 연령이 속하는 연령계층의 최고
한도액을 넘는 경우라도 시행전 급부기초일액을 법 제8조의 2의 연금급
부기초일액으로 한다.

248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2) 가)의 1987년 1월 31일에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던 연금인 보험급
부가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동년 2월 1일 이후에 전급에 의해 수
급권자가 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동년 1월 31일에 당해 유
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①의 경과조치가 적
용된다.
3) 일시금급부의 급부기초일액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 유
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선불일시금, 장례비,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차
액일시금, 장해연금선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선불일시금 및 장례
비급부의액수 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급부기초일액의 슬라이드에 대해
서는 연금급부기초일액이 슬라이드되는 방법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
진다. 또한 선불일시금의 슬라이드율은 선불일시금 청구시의 슬라이드율
이 아니라 당해 선불일시금에 관련된 연금의 수급발생시의 슬라이드율로
된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일시급급부에 관련된 급부기초일액의 슬라이드에
대하여 연금급부기초일액의 슬라이드와 같이 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급
사유의 점에서 보면, 연금인 보험급부와 이러한 일시금과 공통하는 점
이 많고, 동일사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부가
어쩌다 연금이거나 일시금이거나에 의해 슬라이드율을 달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특별가입자의 급부기초일액
산재보험의 본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
이지만,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되지 않는 중소사업주, 자영업자, 가
족종사자 중에서도 그 업무의 실태, 재해발생상황으로 보아 근로자로
준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
위 내에서 산재보험의 이용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특별가입제도이다.
특별가입자에는 근로자와 같이 연금급부기초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급부기초일액은 후생노동대신이 당해 사업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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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액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산
재보험법 제34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20,000엔, 16,000엔, 5,000엔, 4,000
엔, 3,500엔 중 특별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희망을 들어서 도도부현 노동
국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또한 가내근로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2,000엔, 2,500엔, 3,000엔의 급부기초일액이 인정되어 있음)(산재보험법시
행규칙 제46조의 20).

3.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각각 업무상 외를 분담하여 수직분할 관계에
있는 데 대하여, 산재보험과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및 선원보험의 보
험급부와는 횡분할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보험급부
와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및 선원보험의 보험급부와는 병합되게 되는
데,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산재보험의 급부와 후생연금보험 등의 급부
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동일 사유에 관하여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의 부담비율과 국가의
부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 조정은 산재보험의
급부와 후생연금보험 등의 급부가 ‘동일한 사유’에 관해 지급되는 경

<표 4-42> 산재보험연금과 타사회보험연금의 조정
(단위 : 연액에 대한 %)
사회보험

후생연금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법

국민연금법

장해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 및
유족기초연금
산재보험 및 장해기초연 유족기초연금 또 장해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 장해기초연금 및 과부연금
금
는 과부연금
상병(보상)
연금

73

-

86

-

88

장해(보상)
연금

73

-

83

-

88

유족(보상)
연금

-

80

-

84

자료 : 후생노동성.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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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의 노령연금 등과 같이 지급사유가 다른 경우는 조정되지
않는다. 조정방법은 <표 4-42>와 같이 공적연금이 전액 지급되고 산재
보험이 감액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4.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도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로서 취급되므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 대해 산재보험의 보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해서 민
사상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3자 행위 재해가 자동차 사
고인 경우는 일정액까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손해에 대해 중복해서 보상되면, 실제 손
해액보다도 많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근로자에게 보상되어야 할 손해액은 최종적으로는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해의 원인이 된 가해행위 등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책
임을 져야 할 제3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과 ‘보험급부 공제(控除)’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보험급부와 손해
배상의 조정을 하고 있다. 즉 정부는 보험급부의 원인인 사고가 제3자
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부를 했을 때는, 그 급부액을 한도
로 보험급부를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하여(산재보험법 제12조의 4 제1항), 정부가 이를 행사(구상)한다. 또한
보험급부를 받아야 할 자가 당해 제3자로부터 동일 사유에 대해 손해배
상을 받았을 때는 그 가액을 한도로 보험급부를 하지 않도록 해서(동조
제2항)(보험급부공제), 중복해서 손해가 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
재보험급부와 손해배상항목과의 대비는 <표 4-43>과 같다.
이상과 같이, 수급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산재보험급부
대상이 아닌 것, 예를 들면 사채수색비, 의지, 보청기 등은 동일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조정이 되지 않는다. 또 2차건강진단등급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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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산재보험급부와 손해배상 항목과의 대비
보험급부

대응하는 손해배상의 손해항목

요양(보상)급부

치료비

휴업(보상)급부

일실이익(逸失利益)

상병(보상)급부

일실이익(逸失利益)

장해(보상)급부

일실이익(逸失利益)

개호(보상)급부

개호비용

유족(보상)급부

일실이익(逸失利益)

장제료(장제급부)

장제비

대해서는 급부의 원인이 제3자 행위 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지급조정의 대상되지 않으며, 노동복지사업으로 지급되는 특
별지급금은 산재보험급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조정이 되지 않는다.
‘구상(求償)’이란, 산재보험이 제3자 행위 재해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
해서 보험급부를 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손해
배상청구의 권리를 보험급부를 한 가액의 한도에서 정부가 취득하여 제
3자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하는 손
해배상의 범위는 그 손해배상 중 보험급부와 동일한 사유의 것으로 한
정된다. 치료비, 휴업중의 임금상실분, 잔존장해에 의한 장래의 임금상
실분, 사망에 의한 장래의 임금상실분 중 수급권자의 상속분 상당액, 장
제료 등이다. 구상금액은 상기의 범위 내의 손해배상의 금액과 보험급
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상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4 제
1항에 의거하여 정부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이 제3자에 대해서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
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불
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24조에 의해 3
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해발생 후 3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고, 시
효완성 후에 정부가 보험급부를 하여도 대위취득해야 할 권리가 소멸한
상태이므로 청구권의 취득은 없고 따라서 구상도 행해지지 않는다. 따
라서 구상은 재해발생 후 3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생긴 보험급부에 대해
서 행해지고, 재해발생 후 3년 이후에 보험급부를 한 경우에는 행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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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상하지 않는다.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소
멸되어 있는 경우로, ①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급부와 동일한 사
유에 관한 손해배상을 본래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수
령한 경우, ② 근로자와 제3자의 쌍방이 그 사고에 의해 부상 또는 사망
한 경우로, 양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금액
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상쇄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는 경우이다.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보험급
부액은 본래의 급부액에서 그 손해배상으로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를 보험급부의 공제라고 하며, 공제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상의 경우와 같고, 공재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본래의 보험
급부의 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급부는 행해지지 않는다. 다만, 연금급부
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급부에 대해서는 수급권자가 받은 손해배
상액에 달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되지만, 지급정지기간은 사고발생 후 3
년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합의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권자가 보험급부를 받기
전에 제3자와 합의를 한 경우는, 당해 합의가 진정으로, 즉 착오나 협박
등이 아닌 양당사자의 진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어 있고, 당해 합의의
내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를 보상하는
때에는 보험급부와 동일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대해서 산재보험급부의
전부를 포함한 경우에는 이중으로 보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급부는
행해지지 않는다. 이 경우는 수급권자가 합의금액 이외의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에 청구하기 전에 100만
엔의 합의금으로 이후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는, 설령 산재보험의 급부액이 장래에 100만 엔을 넘는다
해도 산재보험급부는 일체 행해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권자가 보험급부
를 받은 후(완료)에 제3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부
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보험급부가 회수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부 상당액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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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해서 구상한다. 셋째, 수급권자가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
급부 등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급부의 수급중에 제3자와 합의를 한 경우
는, 합의가 성립된 날까지 지급된 보험급부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합의
가 성립된 날 이후에 지급하는 보험급부에 대해서는 첫째의 경우와 동
일하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급부와 자배책보험 등(자동차손해배상책
임보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공제)에 의한 보험금과 산재보험급부
중 어느 것을 먼저 받을 것인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배책보험은 가불금제도를 이용해서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신
속하게 이루어지고 산재보험보다 급부의 범위가 넓다. 예를 들면 산재
보험에서 급부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위자료가 지급되고, 요양비의 대
상이 산재보험보다 넓으며, 휴업손해가 원칙적으로 100% 전보되는 것
(산재보험은 60%) 등의 이유를 들어 자배책보험을 선행하도록 권유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특히 중도장해자에 대해
서는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되고 각종복지제도가 충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도장해자로 나이가 들어 있고 과실비율이 높다면 산재보험을
우선 청구하고 초과부분을 자배책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5.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인 노동기준법에 정해
진 재해보상책임을 지고 있다. 이 노동기준법에 근거한 재해보상책임은
실제로는 사업주가 가입(보험료부담)하는 산재보험의 급부로 대신한다.
한편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이러한 산재보험에 대해 보험급부 청구권
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주에 대해서도 민법 등에 근거로 하는 손해배
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으로 과실상
계가 없으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민법 제
418조, 제722조 제2항).
사업주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보험급부를
한도로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일사유에 대해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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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급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로자의 실제 손해액보
다도 많은 액수를 지불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부담이므로 민사손해배상과 보험급부와의 중복을 초래하며
보험료 부담자인 사업주의 보험이익을 저해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보험급부가 근로자의 손해를
전부 담보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보험급부에서는 신체장해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되
지 않고, 휴업보상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실제 손
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산재보험법 제6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조정이 행해진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사유에 대하여 사
업주로부터 이들의 연금급부에 상당하는 민사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 사업주는 이들의 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 선불일시
금의 최고액 상당액의 법정이율에 의한 현가(당해 선불일시금에 관계되
는 연금급부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법정이율에 의한 현가
를 공제한 가액)의 한도로 민사손해배상의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민사손해배상의 이행이 유예되고 있는 경우, 연금급부 또는 그 선불
일시금이 지급된 때는 그 가액의 법정이율에 의한 현가의 한도로 사업
주는 민사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다.
한편 보험급부의 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민사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당해 보험급부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의 사유에 대해서
보험급부에 상당하는 민사손해배상을 하였을 때는 정부는 노동자재해
보상보험심의회의 의논을 거쳐 노동대신이 정하는 지급조정기준에 따
라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험급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
용하고 있었던 사업주로부터 민사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산
재보험급부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때는 동일사유에 대해서 민
사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사업주책임재해 손해배상수령 신고」를 지
체없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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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권리구제

1. 개 요
산재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청구에 의해
노동기준감독서장(이하 ‘감독서장’이라고 함)이 행한다. 노동기준감독서
장은 청구를 받은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법령, 통달 등에 비추어 조사,
판단한 후에 지급 또는 불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해 지급․불지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산재보험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38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불복심사
법에 의해 불복상신의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산재보험에 관한 처분이
건수가 많고 전문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불
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산재보험심사관에게, 재심사청구를 노
동보험심사회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절차에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39
조). 보험급부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의 취소 제소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
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후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가진 행정기관이 우선 그 내
용을 심사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공정한 통일적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산재보험법 제40조).
감독서장이 한 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상신은「심사청
구」및「재심사청구」의 2심제도를 취하고 있다. 제1심 심사기관은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설치되어 있는 산재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고
함)이, 제2심 심사기관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보험심사회(이하
‘심사회’)가 각각 불복상신을 심사한다(노동보험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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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볼복상신제도의 개요
청구인등
보험의 급부청구

노동기준감독서

※이 결정을 ‘원처분’이라고 한다.

지급 또는 불지급 결정
원취
처소
분의
을결
취정
소․
하재
여결
새이

(감독서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산재보험심사관(局)
조사․심리

(산재보험심사관이 감독서장의 결정내용을 조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로된
운경
처우
분에
의는
결감
정독
을서
하
장
게
은
된
다.

60일
이내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
원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재심사청구

노동보험심사회

60일
이내

(산재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조사․심리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기소제기

지방재판소

(노동보험심사회의 위원이
감독서장의 결정내용을 조사)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
원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산재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

결

주 : 1)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해도 결정이 없는 때에는, 결정을 거
치지 않고 노동보험심사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2) 재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해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 이외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불복심사법의
절차에 의해 불복상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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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원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
기준국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관에 대하여 하는데(노동보험심사관 및 노
동보험심사회법 : 이하 노심법, 동법 제7조), 심사청구인의 주소를 관할
하는 감독서장 또는 원처분을 한 감독서장을 경유할 수도 있다(노심법
시행령 : 이하 ‘노심령’, 제3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즉 보험급부에 관하여 감독서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한 직접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
다.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인이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
산하여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에 의해 이 기간 내에 심
사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노심법 제8조 제1항).
심사청구를 수리한 산재보험심사관은 다음의 결정을 해야 한다.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그 결함이 보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결정을 각
하(却下)라고 한다(노심법 제10조). 또한 심사청구를 수리하고 본안의
심리를 종료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관련한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안의 결정)을 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
는 결정(원처분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인정
하고 심사청구를 이유없다고 하는 본안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노심
법 제18조). 산재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관
이 직권으로 행하는 출두명령, 심문, 보고와 물건의 제출명령, 임검검사,
수진명령을 거부한 등의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노심
법 제15조 제5항). 또한 심사관이 결정서에 노동보험심사회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재심청구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
고 있다(노심법 제19조).
심사관은 산재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의 심사청구 사건을 취급하는 외
에 노동기준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
망의 인정, 요양방법, 보상금액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한 이의에 대한
감독서장의 심사 및 중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로부터 제출된 상신의
심사 및 중재사무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은 당해 도도부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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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관할하는 지역내의 감독서장이 행한 산재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상신을 심사결정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며, 심리를 행하
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되
어 있다(노심법 제15조); ① 심사청구인 또는 참고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심문하고 또한 이러한 자로부터 의견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것. ② 문서
기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제출물건을 유치하는 것. ③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게 하는
것. ④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무소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사용자, 종업
원 기타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⑤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경우에, 동법 제
47조 2에 규정하는 자(보험급부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
사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등본이 송부된 날의 다음날
부터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에 의해 이 기간 내에 재심
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노심법
제38조 제2항). 또한 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3개월을 경
과해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는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결정을 거치지 않고 심사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제2항).
노동보험심사회는 노심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에 설치되어 있다.
심사회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9명(그 중 3명 비상근)의 위원과 사업주
대표, 근로자 대표 각각 6명의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회가의 업무
는 제1심 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2심으로서 재심사
를 행하는 것이다. 재심사청구의 사건은 통상 9명의 위원 중 심사회가
지명하는 자 2명으로 구성한 합의체에서 취급하는데, 합의체가 법령의
해석적용에 대하여 그 의견이 사전에 심사회에서 행한 재결에 반한다고
인정한 경우, 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의견이 갈라진 경우, 이 외에 심
사회가 정한 경우에 위원의 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취급하게 된
다. 심사회는 처리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처
분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 있다;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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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볼복상신제도의 흐름
보험
급부에
관한
청구
(감독서장)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
(심사관)

심사관의
결정

서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심사회의 재결
(심사회)

소
송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요구하여 심문하거나 이러한 자로부터 의견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
다. ② 문서 기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하여 당해 물
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제출물건을 유치하는 것. ③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게 하는 것. ④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무소 기타 장소를 방문하여 사
업주, 종업원 기타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
사하는 것. ⑤ 필요한 조사를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에 위탁하는 것. ⑥
산재보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의 경우에, 동법 제47조 2
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회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 불복상신의 흐름은 [그림 4-12]와 같다.

2. 심사청구 현황
심사청구의 연도별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44> 심사청구의 연도별 처리 현황

전년도말 잔건수
신규 청구건수
병합 등
요 처리건수(①+②-③)
취하건수
결정건수
연도말 잔건수
자료 : 후생노동성.

1999년

2000년

2001년

277
1,128
35
1,370
111
974
284

284
1,173
33
1,424
89
1,020
315

315
1,254
34
1,535
83
1,049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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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 재심사청구 연도별 처리 현황
1999년

2000년

2001년

전년도말 잔건수

754

734

785

신규 청구건수

380

364

379

1,134

1,098

1,164

취하 건수

14

10

11

재결 건수

386

303

234

연도말 잔건수

734

785

919

요 처리건수(①+②)

자료 : 후생노동성.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정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규심사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연도말 잔여 건수가 증
가하고 있다. 재심사청구의 연도별 처리 현황은 <표 4-45>와 같다.
전술한 심사청구건수의 증가와 함께 재심사청구도 증가하고 있다. 소
송계류중인의 행정사건 소송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46> 소송 현황(2001년)
행정사건 소송

재판소별

사안별

지방법원계통

90건

고등법원계통
최고재판소계통

29건
21건

뇌․심장질환

52건

진폐폐암
자
살
기
타

5건
2건
81건

뇌․심장질환사 지방법원계통
안의 내역
고등법원계통
자료 : 후생노동성.

국가배상소송

34건
11건

지방법원계통
재판소별 고등법원계통
최고재판소계통

4건
2건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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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행정사건 소송의 추이
판

결

내

용

국가측 승소 국가측 패소
1998
그 중 뇌․심장
1999
그 중 뇌․심장
2000
그 중 뇌․심장
2001
그 중 뇌․심장

전체

제소건수 계쟁건수

68

10

78

66

180

20

6

26

15

71

86

8

94

52

161

25

5

30

12

61

82

17

99

59

156

17

9

26

15

60

72

14

86

29

140

19

7

26

5

52

주 : 각년도의 소송계류중 건수는 12월말일 기준.
자료 : 후생노동성.

2001년도 심사청구의 사건종류별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48> 사건종류별 처리 현황(2001년)
쟁

점

업무상 외

결 정
전년도
병합 요처리
본년도
청구
취하
전체
말잔
등 건수
말잔
취소 기각 각하
143

뇌혈관질환 및 폐 46
혈성 심장질환
(46)

508 △10

641

108 △4 150
(106) (△3) (149)

22

368

3

6 14 85
(6) (14) (84)

1
(1)

△2

81

정신장해

15
(6)

63
(30)

0
(0)

78
(36)

기타 질병

41

199

1

241

6

25

138

1

164

71

상기 이외

22

74

△5

91

6

9

40

0

49

36

장해 등급

101

431

0

532

32

99

284

5

388

112

315 △24

362

29

37

195

6

238

95

83 188

847

14 1,049

403

315

1,254 △34 1,535

1

1
0 46
(0) (0) (22)

0
(0)

100
44
(99) (44)

64

전 체

59

196

19

71

4

423

진폐

기 타

3

52

64

14

46
31
(22) (14)

주 : 1)「뇌혈관질환 및 폐혈성 심장질환」란의 ( )안은 9호 사건의 숫자.
2)「정신장해」란의 ( )란은 자살(미수를 포함)사건의 숫자.
자료 :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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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청구건수로 보면 업무 이외가 508
건(40.5%), 장해등급이 431건(34.4%), 기타가 315건(25.1%)을 차지하고
있다. 업무 이외는 거의가 질병으로 질병의 업무기인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뇌혈관 및 폐혈성 심장질환과 정신장해가 많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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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 의

1. 보험급여 지급사유
산재보험의 위험 유형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본의 산재보험제도는 원인주의에 따른 산재보험의 위험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상당인과관
계설이 아닌 이른바 실질적 조건설에 의하는데,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결과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결과를 배제하려는 것에 비하여
실질적 조건설은 예견가능성은 문제가 되지 않고 소급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한 일상생활에서 산재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거나 작용했는지를
문제로 본다. 또한 업무가 재해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
로 공동원인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워싱턴주의 업무상 재해의 요건은 재해 또는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고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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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보험급여 지급사유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업무상 신체장해
업무상 사망
출퇴근 부상, 장해, 사망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업무상 신체장해
업무상 사망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업무상 신체장해
업무상 사망
출퇴근 부상, 장해, 사망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업무상 신체장해
업무상 사망

무의 기인성에 해당하는 재해와 업무간에 인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
의 수행성의 요건은 사고의 시간, 장소, 환경 등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인정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당해 업무가 질적으로 고유하지
않은 위험이라도 양적으로 증가된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업무의 기인성
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해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
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일본의 산재보험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사망․장해 및 질
병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무과실책임과 보상
액의 정액화를 그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인가 아닌가 또는 통근에 의한 것인가 아
닌가가 중요하다. 먼저 업무상 재해는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근로관계란 노동기준법에서 정한 바의 근로계약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노동계약의 이행을 하면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해야 하며 그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
다.
가. 근로사고
업무상 재해가 국제회의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6월 ILO
제35차 회의에서 채택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규약(제102호)에서
였다. 여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업무상 부상과 직업병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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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95)
독일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사고와 직업병이
다. 근로사고는 업무과 관련한 사고로서 업무의 수행성 및 기인성의 조
건을 만족해야 하며 본인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작업장내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한다. 독일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
고 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의 위험에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
로 운행경로를 나열하고 있어 적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
다. 즉 집과 사업장간의 출퇴근과 업무상 출장중 발생한 사고를 비롯하
여 출퇴근시 자녀를 데려오거나 직장동료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한
우회도 포함한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지 않아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재보험 위험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
자간에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업무상 재해의 범
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서 근무지에서 업무와 업무
사이를 이동하는 데 소요된 행위는 고용과정중의 행위로 정의하여 업무
상의 재해에 포함된다(51.08.013). 그러나 사업주가 대안적 통근수단을
위하여 교통비나 기타 경비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지불하거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하나 이상의 대안적 통근수단96)을
이용하도록 권하거나 대안적 통근수단을 제공하였어도 근로자가 이러
한 대안적 통근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데 소요된 시
간은 고용과정중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다.
95) ILO,「Social security」A Workers' education guid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1992, P. 35. ILO 사무국, 중앙노동연구소역,『ILO총서(구약
집)』, 중앙노동연구소, 서울, 1991, p. 645 이하.
96) 대안적 통근수단은 승객과 운전자를 포함하여 적어도 2∼15인의 사람들이 그들
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 인근과 그들이 일하거나 교육받는 장소, 기타 기관 사이
를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운전자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이동하는) 카풀 또는 밴
풀, 버스, 배, 기타 공공운송수단, 자전거나 도보와 같은 비모터 통근수단이 이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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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
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기 때문
에 특별위험으로 취급하여 업무상 판단기준을 유보하고 다른 위험과 달
리 별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험료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재해
와 달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요율을 부과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재해와 독립시켜 관리하고 있다.
나.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유해요인 등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장해․사망 또는
질병을 말하며 유해요인은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업무상 질병은 직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
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의 기인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내용이 된다. 이처럼 산재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다양한 입법례를
통해 직업병을 인정하고 있는데, 크게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적 접근방식
이 있다.
먼저 열거주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업종별 내지
직업별로 질병을 특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질병에 한정해서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한다. 열거주의는 사고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업무상인
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사전에 법령으로 명시하
여 업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에 입각
하는 것이며, 외국의 입법경향은 대체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열거주의는 직업성 질병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직
업병 범위가 고정되어 시대에 뒤떨어지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97) 따라
서 열거주의방식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고에 대해
서만 이루어지며, 규정하지 않은 사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열거주의하에
97) 김수복(2000),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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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열거된 사항에 대해 인정하므로 보험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열거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
다.
이에 반해 포괄주의는 업무상 질병 인정에 대해 개괄적인 정의로 이
루어져 개개의 사례별로 그것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방식이다. 즉 포괄주의적 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특별히
면책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인정된다. 이와 같은 포괄주의적
인 입장이 갖는 특성은 첫째, 면책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인정되며, 열거주의하에서 인정될 수 없는 손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례적인 수많은 손해들이 포괄주의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된다. 둘째, 보다 많은 입증책임(onus or burden of proof)이 보험자에게
있다. 포괄주의하에서는 특별히 열거된 면책사항을 제외한 모든 재해를
인정한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열거된
면책손해 또는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증인의 확보 또는 증거의 제출 등 입증책임의 현실적인 어려
움을 감안할 경우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의 직업병의 인정은 근로사고와는 달리 그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질병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재해판정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업병 판명업무의 객관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병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열거주의방
식을 채택하고 있어 인과관계와 관련된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부정한
보상청구를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열거주의방식은 판정의 경직성을 가
져와 당사간의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근로자
의 업무가 일반인들보다 특정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한다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직업이 유일
한 원인으로 작용해야만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또한
직업병 시행령에 의하여 직업병 목록을 64종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직
업병의 범위는 서서히 확대되고 있지만 새로운 병을 직업병으로 추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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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의 판단은 상당히 곤란하여 시대상황에 맞게 추가되지 못하는
관계로 직업병 인정률은 2000년도에 34.2%에 그치고 있으며 해를 거듭
할수록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고 많은 사례가 법원에 소송중에 있다.
워싱턴주는 직업병에 대한 포괄 규정을 통해 직업병 일반에 대한 보
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51.08.140). 그러나 직업병에 관한 업무의 기
인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평균 1년 이상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고 직업병의 보상청구 중 약 3분의 2 정도가 사업주와 보
상책임여부로 다투고 있다. 포괄규정에 따른 직업병 인정은 워싱턴주법
의 하부규정을 통해(WAC) 위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는 산재보험의 직업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직
장 업무의 변경, 상사와의 갈등, 직장 상실, 강등 또는 징계 조치의 실제
적인 또는 인지적인 위협, 상사 및 동료 또는 대중들과의 관계, 특정한
또는 일반적인 직무 불만, 작업 부하 압력, 근무 조건 또는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어떤 이유에서든 직장 상실 또는 갈등, 화학물질․방사
능․생물학적 위험․기타 인식되는 위험에 대한 노출의 두려움, 개관적
또는 주관적 직장 스트레스, 개인적인 결정, 자영업자인 개인이나 기업
직원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식적인 또는 예상되는 재정적 역
경이나 곤란 등 열거된 특정상황에 해당되면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적
상태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단일의 충격적인 사건
에 노출됨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는 산재보험의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
다(WAC296-14-300).
일본에서는 직업병 목록을 53종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직업병 항목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항목이 추가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학계의 비판과 과로사 등 직업병 인정에 관한 분
<표 5-2> 업무상 질병의 인정
한 국
근로기준법시행령
근거법령
제40조
인정방법 열거주의
인정항목 38종목

독 일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직업병시행령(BK-VO)
열거주의
64종목

일 본
노동기준법시행규
칙 제35조
열거주의
53종목

워싱턴주
51.08.100
51.08.140
포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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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급증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직업병 인정 조사관을 증원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관련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시사점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어야 한다. 즉 재해가 발생한 시기․장소가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재해이어야 한다. 업무상 재
해의 유형은 업무상 사고(제32조), 업무상 질병(제33조), 작업시간중 재
해(제43조), 작업시간외 재해(제35조), 출장중 재해(제36조), 행사중 재
해(제37조), 기타재해(제38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제39조)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의 수행성과
기인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산재보험의 위험으로 법령에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
우로서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
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업무상 재
해로 보지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규칙 제35조 제4항).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
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어야만 산재보험의
위험에 포함된다.
ILO(제121호, 1964)의 급부에 관한 협약 및 산재급여에 관한 권고에
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
국 워싱턴주를 제외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서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출퇴근 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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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 위의 법에서 보여지듯이 출퇴근 재해는 사
업주가 제공한 차량이용시의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
고, 대중교통수단 및 개인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업
무상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근로자의 불만이 가중된 상태이다. 출퇴
근이 없이는 업무도 없기 때문에 출퇴근과 업무의 불가분의 관계를 주
장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출퇴근이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더라도 일반적인 생활위험일뿐 업무기인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리적인 해석상의 판단에 따른 찬반 양
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 재해
또는 급여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 공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고 있다(행정자치부
훈령 제153조 1991. 6. 2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에서 공무원연금
법상의 관계조항을 준용하여 통근재해도 직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
는 실정이다.98) 군인의 경우에는「전공 사상자 처리 규정」(국방부훈령
제392조, 1989. 9. 7)에서 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받은 영외 거주자가
출․퇴근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다.
최근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산재보험 영역의 확대경향에 따라 근로의
제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출․퇴근 도상의 재해까지도 전면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의 사업주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로 확대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해석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외국의 사례 및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여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
준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
98) 산재보험에서는 출근중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연금법상 출근중의
부상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경우
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 데 비하여 산업재해는 근로자
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
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제1부, 1995. 3. 14. 판결 94누15523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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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직업병 인정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
조에서 제1호부터 제38호까지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나열하는 열거형식
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재해성 질병(제1호), 기타 업무로 기인
한 명확한 질병(제38호)까지 직업병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직업병 인정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작용이 근로자의 기초질
환이나 기존질병과 복잡하게 관련되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
되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기술이 자동화되고 발전하면서 산재의 원인이 명확한 단순 사고
성 재해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그 원인이 복합적인 직업병은 점차 증
가하고 있다. 국가마다 열거된 질병에는 직업병의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지만,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직업병이나 의학의 발달
에 의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새로이 인정될 수 있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이와 같은 포괄적 규정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포괄적
인 규정을 통해 재해인정의 유연성을 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 제37호에서 “제1호 내지 제36호 이외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업병 목록과 함께 별도의 노동부 장관의 지정
을 통한 포괄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포괄규정을
통하여 재해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취지는 예시된 직업성 질병
이외에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원료나 작업방법․작업환경이 변함
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법령을 개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노동부 장관이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
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현행 인정기준에 의하면, 간질환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은 그 인
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환에 대해
서는 대부분 불승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패소율이 매년 50% 이
상이다. 화학물질, 유기용제 등으로 인한 비재해성 질병에 대한 산업안
전보건연구원의 인정 사례와 국내외적으로 확인․검증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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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
뢰함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하고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뇌혈관질
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이 일상업무의 30%
이상 증가로 되어 있어 일상 업무시간이 24시간인 경비업 등의 경우 업
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한 논
란은 오늘날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99)
또한 법령에 예시되어 있는 직업병 목록에 있어서도 독일은 64종목,
일본 53종목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직업병 인정에 관한 열거된 항목은
38종목으로 매우 적다. 이는 많은 국가와 학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직업
병의 경우에도 직업병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인기간의 지연과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장애가 되고 있
다. 산재보험 입법의 근본취지는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며 직업병 인정기준의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기본원리도 신
속한 보상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업병 열거항목 및 인정기준 확대 측면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2. 보험급여의 유형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고 국가마다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와 사업
주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된다. 산재보험의 급여지급
단계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직업능력을 회복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
하는 재활단계와 재활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연금단계로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재활단계에 지급되는 현물형태는 의료재활의 요양급여와 직업재활에
해당하는 직업재활급여가 있고, 재활단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단기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현금형태인 휴업급여가 있다. 재활이 종료
99) 맹수석(2001.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한 연
구」,『보험학회지 제58집』, 한국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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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 신체적으로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영구완전장
해․영구부분장해)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급여로 구
분한다. 또한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타급여는 국가
별 산재보험제도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보하여 실손보상에 입
각한 급여체계인지에 따라 급여의 내용과 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보하
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물급여인 요양급여 및 재활급여와 현금급
여인 장해급여, 유족연금, 장의비와 함께 간접손해에 해당하는 사회재활
급여인 가사노동지원비용, 차량의 특수시설 장치비용, 특수운전면허 획
득비용, 직장의 특수시설 설치비용, 사회교육 및 심리적 전문상담비용
등 직접손해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 지급한
다.
워싱턴주의 산재보험제도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민사상 손
해배상의 범위를 전보하는 제도로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재활급여,
현금급여인 휴업급여, 영구완전장해급여(장해연금), 영구부분장해급여
(장해일시금), 장의비가 있으며 간접손해에 해당하는 기타급여로서 교
통비 및 숙박비, 주거특수시설 개조비, 자동차 개조비 및 재물손상보상
등을 별도 지급한다.
일본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급여유형은 현물급여인 요양(보상)급부와 2차
건강진단, 현금급여인 휴업보상급부, 상병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 유족
보상급부, 개호보상급부, 장의비가 있다. 이외에 노동복지사업의 일환으
로 휴업특별지급금, 장해특별지급금, 유족특별지급금, 장해특별연금, 유
족특별연금이 별도 지급된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보험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민사상 손해배상
의 범위를 전보하지 않는다. 산재보험급여의 유형은 현물급여 형태인
요양급여와 현금급여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와 간병급여, 특별급여가 있다.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의료서비스 및 직업훈련에 관한 서비스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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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이 기간 동안 소득손실에 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우리나라
와 달리 재활단계 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관한 현물급여가 보험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재활과정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일
정기간이 경과되어도 완쾌되지 않고 치료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면 폐질
등급을 결정하여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며 기존의 휴업급여는 지급이 정지된다. 물론 이 기간 동안의 의료서
비스는 계속해서 제공된다. 그러나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일정기간의
재활기간이 경과하면 의료서비스는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으나 휴업급
여는 종료되고 장해급여로 대체된다.
<표 5-3> 보험급여의 유형

현물
재
활

독 일
요양급여(의료)
재활급여(직업)
휴업급여(의료)
전환급여(직업)

소득대체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요양급여(의료)
요양급여(의료)
요양(보상)급부
재활급여(직업)
휴업(보상)급부
휴업급여(의료/직업)
휴업급여
휴업특별지급금
상병(보상)연금
상별특별연금 상병보상연금
상병특별지급금
장해(보상)급부
장해급여(영구완전
장해특별지급금 장해급여
장해/영구부분장해)
장해특별연금
유족(보상)급부
유족특별지급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특별연금 장의비
장의비
장제료

장해

장해급여

유족

유족연금
장의비
장지운송비용

기타

개호급여
교통비․숙박비
가사노동 지원비용
교통비․숙박비
차량의 특수시설 장치
간병급여
주거특수시설 개조비 개호(보상)급부
특수운전면허 획득비용
특별급여(장해
차량 개조비
2차건강진단 등
직장의 특수시설 설치․
/유족)
재물손실보상
이사비용
사회교육/심리적 전문상
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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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활단계의 보험급여

1. 의료재활단계의 현물급여
가. 지급요건
독일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출퇴근 재해에 의한 경우 요양을 필
요로 하면 대기기간에 관계없이 재해발생 시점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된
다. 워싱턴주에서도 4일 이상을 요하는 요양의 경우에 산재보험에서 요
양급여를 부담한다. 3일 이내의 경상인 경우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지
급요건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상태가 4일 이상의 대기기간을 초과하
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일본에서는 3일 이내의 요양은 노동기
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일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며 4일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3일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소급하여 재해발생 시점부터 산재보험
에서 부담한다.

<표 5-4>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 업무상(출퇴근) 부 - 업무상 부상 또는 - 업무상 부상 또는 - 업무상 부상 또는
상 또는 질병에 의 질병에 의한 신체 질병에 의해 요양을 질병에 의한 경우
해 요양을 필요로 적 피해로 질병치 필요로 하는 경우 - 4일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료가 필요한 경우 - 통근재해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을 필요로 하
는 경우
-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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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기간
독일의 요양급여 지급기간은 산재발생시의 부상과 질병이 완치되거
나 상태가 더 이상 악화 또는 호전되지 않는 시점까지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증상이 고정된 후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의 요양을 필요
로 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영구완전장해(100% 노동능력 상실)
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과 관계없이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워싱턴주의 요양급여 지급기간은 재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안정되
어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영구완전장해의 경우에는 장해연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도 요양
급여가 지급된다.
일본의 요양급여는 상병이 치유되고 요양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이
루어진다. 치유란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증상 또는 장해가
남는 일이 있지만 증상이 고정되고 그 이상 요양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
으면 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는 지급되
지 않는다. 그 이후는 필요에 따라 장해(보상)급여와 애프터케어가 이루
어지는데 일단 치유되어 요양급여가 종료되었어도 그 이후에 재발하면
요양급여는 다시 지급된다.

<표 5-5> 요양급여의 지급기간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 산재 발생일에서 부 - 재해로 인하여 신체 - 증상이 고정되고 그 -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과 질병의 완치
또는 상태의 악화나
호전이 없게 될 때

적 피해에 대한 치
료가 안정화되어 더
이상의 회복이 기대

까지
될 수 없는 수준에
- 영구적완전장해 제 이를 때까지
외
- 완전영구장해의 경
우 연금지급시까지

이상 요양효과가
없을 때까지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
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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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여의 범위
독일에서는 응급처치, 의사진료, 치과의사 진료 및 보철, 의약품, 붕
대, 보조구 등, 재가개호, 병원과 재활시설에서의 진료․치료․처치, 의
료재활 관련 급여가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제27조). 워싱턴주는
응급 앰뷸런스 서비스, 특별 또는 가정간호, 치과치료, 회복센터 치료,
목발, 부목, 의수족, 안경 및 보청기, 이에 대한 부속서비스, 기구들, 진
단 테스트, 약품, 바이오 의약품 및 기타 치료 약제, 내구적 의료장치,
절차, 예후 테스트, 물품 등이 포함된다.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은 공통적
으로 근로자의 노동능력 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치료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기타치료, 거주지에서의 요양상 관리 및 그 요양에 동반된
보살핌, 기타의 간호, 병원 또는 진료소의 입원 및 그 요양에 동반한 보
살핌, 기타의 간호, 이송으로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
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제13조).
<표 5-6> 요양급여의 범위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응급조치
-의사 진료
-치과의사의 진료 및
보철기구
-의약품, 붕대, 보조구
등
-재택간호
-병원과 재활시설에서
의 진료, 치료, 처치

-의료행위 및 약품,
기구
-응급 앰뷸런스
-간병서비스
-치과치료 및 보철
-재활치료센터 이용
-의지․보조구
-재택간호
-안경 및 렌즈 파손비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
의 지급
-처치 및 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 요양에 필요한
간호
-정부가 필요로 하다
고 인정되는 기타간
호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
와 의지 기타 보철구
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항

라. 시사점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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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리면 원상회복을 위하여 재활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의료재활단계
에서 제공되는 요양급여는 각 국가마다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요양급
여의 수준은 국가마다 시행하는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현물급여로써 제
공한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또는
상병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제공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기
간 또는 총비용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
주, 일본에서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의료비용은 적정한 의료수준에서 필
요한 모든 치료가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요양급여 지급요건 부상의 정도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해
야 한다(waiting period ; 대기기간). 3일 이내에 치료될 수 있는 경한 재
해의 경우에는 서류구비․절차의 번잡함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에 해당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요양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산재사고임이 확인되면 단 하루의 진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해일지라도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우리나라와 워싱턴
주, 일본은 요양급여 지급요건에 대기기간을 실정하고 있다. 대기기간을
초과해야만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인정되어 산재발생 시점부터 소급하
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즉 3일 이내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한 상해
로 인한 진료비는 산재보험에서 부담하지 않으며, 산재사고임이 확인되
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재해발생 시점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경한 상해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약하
기 위하여 조치로서 대기기간을 설정하여 요양급여 지급대상을 한정하
고 있는 것이다. 대기기간이 보험급여 지급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
일의 산재보험제도는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
담을 경감하여 산재보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적 형태로서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요양급여 지급기간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이
며, 치료종결 후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더 이상 지급
되지 않고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장해급여가 지급되어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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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신청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거나 후유증상진료제도
를 신청하여 현물서비스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가마다
요양급여 지급기간은 완치 또는 증상고정 시점까지로서 우리나라의 요
양급여 지급기간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우리나라
의 경우 진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 보
장구, 처치 및 수술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서비스이다(제40조).
국가마다 요양급여의 범위로 명시해 놓은 부분은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나, 국가마다의 보건의료체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간에
보이지 않는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보장의 범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근로자의 원상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의 범위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확대범위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파손된
안경이나 렌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어 급여의 범위를 재물손실부분까
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한
재활치료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치료의 범위를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재활치료까지 확대하고 있다. 급
성기 치료 중심의 우리나라 요양급여의 범위를 재활치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산재보험의 요양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본의 요양급여에 관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물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진료비를 준비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절한 요
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원인주의를 채택하는
산재보험제도에서 현물급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일정정도의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본에서는 보험자가 승인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현물형태의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독일을 제외한 워싱턴주, 일
본(규칙 제11조의 2), 우리나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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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보험자와 사후정산하도록 하는 요양비지급제
도가 있다. 특히 근로자가 보험자와 계약 또는 승인하지 않은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가 진료비를 직접 지불한 경우에는 보험자로부터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근로자 본인이 현금으
로 지급한 진료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
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양비 지급은 3개 국가 모두 진료에 소요
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승인(워싱턴주; 노동
산업부, 일본; 노동기준감독서,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
진다.
통원진료비는 우리나라, 독일, 워싱턴주에서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진
료를 받는 경우에 현물급여로 지급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환자가 먼저
지불한 이후에 노동기준감독서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현금급여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형은 간병료, 이송비, 산재보험 지정약국 이외에
지급받은 약제에 관련된 약제비, 유도정복사 시술료, 안마맛사지 지압
사․침사․뜸질사의 시술료, 주치의 지시에 따라 자비로 구입한 보조기,
문서료 등이 요양비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요양비의 지
급유형이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원진료비를 현물지급방식으로 지급
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보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있다.
요양급여 범위 중에서 일상생활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간병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간병료는 재택간호라는 명칭으로 독일, 워싱턴주,
일본의 요양급여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간병료는 장소와
간병인 대상에 따라 국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간병비는 지급하지 않
는다. 재활기간중 의료기관 이외에 가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입원치료가 요구
되지만 실행할 수 없거나 가정에서 간병을 함으로써 입원치료를 피하고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제32조). 의사진단에 의한
가정간병은 기본적인 간병뿐 아니라 가사일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
구성원 중 간병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간병인에 지급된 비용만
큼 지불되는데 피보험자의 상해의 종류, 건강상태, 필요한 범위 등을 감

제5장 산재보험 급여유형별 비교 및 시사점 281

안하여 차등지급하며 매년 7월 1일 현재의 시중 개호료 인상분을 반영
하여 조정하고 있다(제44조).
워싱턴주에서의 개호대상은 목욕 및 위생상태 관리, 처치, 투약, 피부
관리, 도관내 식사, 식사보조(식사준비는 제외), 체위변경, 보행, 용변을
위한 이동, 배변장애, 사지마비 운동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 또는 영구
완전장해로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 노동산업부의 사전승인을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가사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 독일과
달리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역할과 치료중심의 개호를 인정하고 있
다. 특징적인 것은 독일과 같이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은 인정하지 않는
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이후에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산
업부가 승인한 면허증을 소지한 가정간호사 및 간호센터에 의해서 개호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족구성원 중 배우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
을 두고 있다(WAC 296-20-303). 배우자가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일정한 규정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만 인
정하며 독립적인 간호평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우자
가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면 일주일에 최고 70시간을 한도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적정하고 필요한 개호를 제공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1
주일에 70시간 이상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간병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독립적인 간호사정 결과(전문의료인이 평가)에 따라 노동
산업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주당 70시간 이상 개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부 이외의 외부인에게 간병
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병료는 건강보험100)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청
100) 일본의 간병료 지급요건(건강보험).
① 근로자의 병상이 위독하여 절대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부가 상
시감시를 요하며 수시적절한 처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병상이 반드시 위독한 것은 아닌데 수술 등으로 인해 비교적 장기
간에 걸쳐 의사 또는 간호부의 상시감시를 요하고 수시적절한 처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의 체위변경 또는 일어나거나 앉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불가능한
경우
④ 식사, 용변 모두가 불가능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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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간병료 조건 및 수준

지
급
조
건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입원치료를 원하였
으나 병원 시설이
여의치 못한 경우
-당사자의 재가개호
를 통하여 병원 치
료자 수를 감소시
킬 수 있는 경우
-재가개호를 통하여
입원치료보다 병상
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족구성원이 간병
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인정
-기본적 개호, 치료
적 개호, 가사일까
지 포함

-일시적 또는 영구
전체장해로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
-사례
․목욕, 위생상태 관
리
․처치
․투약
․피부관리
․도관내 식사
․식사보조(준비 제
외)
․체위병경
․이동(보행, 용변 등)
․용변장애
․사지마비 운동
-가사일 제외

-근로자의 병상이 위독하여 절대안
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부
가 상시감시를 요하며 수시적절한
처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병상이 반드시 위독한 것
은 아닌데 수술 등으로 인해 비교
적 장기간에 걸쳐 의사 또는 간호부
의 상시감시를 요하고 수시적절한
처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체위변경 또는 일어나거
나 앉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불
가능한 경우
-식사, 용변 모두가 불가능하여 도움
이 필요한 경우
-신경계통, 정신 또는 흉복부장기의
상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고 그
증상이 상병등급 제1급의 1, 2에 해
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양(입원, 통
원, 재가)중 상태가 위
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참조)

-전문간병인

-가정간호사
-배우자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에 의한 보건
부, 조산부, 간호부 또는 준간호부
의 면허를 가진자
-간호보조자
-친족(배우자, 6촌의 혈족, 3촌내 인
척)
-친구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
격을 가진 자
-간병 필요지식을 가진
타인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간
병
자
격

산
정
기
준

-피보험자의 상해의 -배우자의 경우 주당
종류, 건강상태, 필 70시간 한도
요한 범위 등을 감
안하여 차등지급
-매년 7월 1일 현재
의 시중 개호료 인
상분을 반영하여
조정

장 -가정
소

-가정

-간호료(간호단체 협정가격: 2001)
․노동부 장관이 고시
․의료인 : 4,300∼10,330엔
(2002. 9. 1∼2003. 8. 31)
․가족․친족 : 3,610∼3,930엔
-간호사: 46,440원
-접수수수료(670엔)
-간호조무사: 33,600원
-소개수수료(간병인에게 지불된 금 -가족간병: 31,900원
액의 10.5/100)
-전문간병인: 33,600원
-여비(1회한 실비지급, 친족지급 안
함)
-의료기관
-가정

-의료기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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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도록 승인된 의료기관101)에서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산
재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간병료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인정
기준과 함께 신경계통, 정신 또는 흉복부장기의 상병으로 인해 요양하
고 있고 그 증상이 상병등급 제1급의 1, 2에 해당하는 경우도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인 1인당 근로자수가
다르게 적용된다(1 대 1, 1 대 2, 1 대 3). 가족이나 친족, 친구가 간병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간병료 수준도 전문간병인 보다 저렴하게 비용을 지급한다(예; 2001년
도 1 대 1 간호부간병시 11,540엔, 친족간병시 3,930엔). 간병료의 청구
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요양비용청구서에 의사의 증명과 간호비용을 수
령하였다는 간병인의 증명 등을 받아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간병료를 대체지불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내역서에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간병료는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입원요양중이거
나 통원 및 재가요양중인 근로자 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간병의 범위는 산재보험법규칙 제24조 제1항102)
101)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① 기준간호의 승인을 받고 있는 의료기
관, ② 건강보험에서의 신간호료 산정에 관련되어 신고를 한 의료기관, ③ 건강
보험에서의 진료소 1종 간호, 2종 간호 또는 3종 간호(Ⅰ)의 간호료 산정에 관
련되어 신고를 한 진료소가 해당된다.
102) ① 두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②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③ 두부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④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⑤ 체표면 면적이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는 자
⑥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⑦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
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
⑧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이 없이는 거동이 전
혀 불가능한 자
⑨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
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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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간병료 지급수준은 노동
부 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
별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자에
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간병인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타인으로 하거나 타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배우자․부모 또는 13세 이상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로
하여금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입원하고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장소에 관계없이 간병을 하고 있는 동안은 간병료가 지
급된다.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간병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간호서비스이다. 따라서 독일과 워싱턴주는 의료기관이나
직업재활기관에 입원 또는 수용중인 때에는 간병료가 지급되지 않으며
입원기간의 단축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정간병을 유도할 목적으
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수행되는 간병료의 인정도 워
싱턴주와 같이 간호사로 한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간병과 더불어 가
사일까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저렴한 비용을 지
급하는 등 간병료를 통해 부가적인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마
련하여 운영하며, 워싱턴주는 가족이 간병을 할 경우 배우자에 한정하
고 있으며 기간을 한정하는 등 요양기간중의 간병제도에 관하여 특별규
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병료는 보건의료체계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보
다 폭 넓게 인정되고 부분으로서 환자가 간병을 받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간병인의 인정을 전문간병
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방식이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현금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다수가 가족구성원의 소득대체 비용으로
이용될 수 있고 간병의 질 또한 보장되지 못하며 의료기관에 있는 동안
인정되는 간병료는 자칫 장기요양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⑩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 요양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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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여건상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전
문간병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중인 경우에 간병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근로자가 가족구성원에게 간병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위안 및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간병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지만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전문간병을 이용하도록 하여
간병이 치료과정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기간중의 간
병료 지급에 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의료재활단계의 현금급여
가. 지급요건
의료재활기간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서 요양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의 경
제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로서 지급된다.
독일에서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일제 취업을 하지 못하여 소득상실
이 있을 때 지급한다. 또한 기존의 직업활동에 복귀할 수 없어 직업재활
대책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된다(제45조). 워싱턴주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표 5-8>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부상 또는 질병으로 -상해로 인하여 4일 -업무상 재해 또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
소득상실이 있을 것 이상 임금을 받지 통근재해에 의한 요 업하지 못할 것
-기존의 직업활동에 못한 경우
양 때문에 노동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복귀할 수 없을 것 -산재로 인하여 임금 할 수 없어 임금을 이 4일 이상일 것
-다른 직업을 얻을 의 5% 이상 삭감된 받지 못할 것
-근로를 못하기 때문
수 없을 것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 에 임금을 받지 못
-퇴직시 자발적 퇴직 이 4일 이상일 것
할것
의 경우 지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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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5% 이상의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 휴업급여
를 지급한다(51.32.090).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이 업무상 재
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직장복귀를 성실하게
시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휴업급여가 지급된다(WAC296-14-100). 일
본에서는 업무상 재해 또는 통근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어 4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4일 이후부터 휴업보상급부가 지급된다
(제22조의 2).
나. 지급수준
독일은 기준소득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세금 등을 공제한 순
소득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법 제47조 준용). 통상적으
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순소득과 동일한 수준에
서 결정되는데, 휴업급여는 순소득과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근로자의 총 임금에 일부 후생비를 포함한 액수의 60
∼75%가 지급되는데 지급수준은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당시 결혼상태,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주당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1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일시적인 부분장해로 인하여 신체상의 제한된 범
위 내에서 직장에 복귀하거나 임금이 줄어든 직책으로 직업복귀를 한
경우에는 줄어든 임금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80%를 보존해 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5% 이상의 임금이 삭감되어야 삭감된 부분만큼 휴업급여
를 지급받을 수 있다(51.32.090).
일본의 휴업보상급부는 기준소득인 급부기초일액의 60%를 휴업일수
만큼 지급한다(제14조).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일부 부담금의 납부의
무가 있는 근로자는 해당금액인 200엔(일용특례자는 100엔)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제25조 제3항). 휴업보상급부는 후생연금 등 기타 사회보험
연금과 병합될 경우에 조정이 이루어진다(제14조 제2항). 또한 노동복
지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요양생활의 원호를 위하여 보험급부에 부
가하여 지급되는 휴업특별지급금은 급부기초일액의 20%를 휴업일수
만큼 지급된다(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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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휴업급여의 수준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완전휴업급여
․상해를 입었을 당시의 결
혼상태 및 부양가족수
미혼
기혼
자녀0 60%
65%
-휴업보상급부 : 급
67%
-6주까지 : 임금 전액 자녀1 62%
부기초일액×60%
69%
-7주부터 기준소득의 자녀2 64%
×휴업일
-평균임금×70%
자녀3 66%
71%
80%
-휴업특별지급금 : ×휴업일
73%
․세금을 공제한 순소 자녀4 68%
급부기초일액×20
자녀5 70%
75%
득한도
%×휴업일
․주 평균월임금 120% 한도
-부분휴업급여
․현재임금과 상해 당시 소
득능력의 차이액의 80%
지급

다. 지급기간
독일은 근로불능상태가 의학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또는 전일 근무
가 곤란한 요양이 시작된 때부터 근로불능상태가 해제되거나 다른 직업
을 가질 수 있게 된 때, 전환급여(재활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때, 근로
능력이 상실된 지 78주가 경과한 때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된다(제46조
제3항). 또한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질병발생
기 전부터 다시 휴업급여가 된다(제48조).
워싱턴주의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요양개시 후 장해평가 시점 또는 직
업훈련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파
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경우 의사가 근
로자의 장애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지장을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때 사업주가 제안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휴업급여기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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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의사가 근로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휴업급여는 계속해서
지급된다. 만일 의사가 근로자의 상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
단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이 종결되면 휴업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재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좋겠
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
는 계속 지급된다.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
의 없거나 의사와의 사전 상의 및 의사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문서에서
제안한 직무 이외의 직무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에 복귀
할 경우 부상 당시 근로자가 받던 의료 및 복지 급여는 부상 당시의 조
건과 동일하게 다시 지급된다(51.32.090). 그러나 사업주가 제안한 일을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산업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표 5-10> 휴업급여의 지급기간
독 일
-개시
․근로불능상태가 의
학적으로 확정된 날
로부터
․전일근무가 곤란한
요양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
․근로불능상태가 해
제된 날
․다른 직업을 수행
할 수 있게 된 날
․전환급여 지급 시
작날
․근로능력 상실된 지
78주 경과한 날
-지급방법 : 월 1회

워싱턴주

일 본

-개시
-개시
․요양개시 후 4일부 ․요양개시 후 4일째
터
부터
-종료
-종료
․치료종결 시점까지
․의사의 의료평가와 ․요양개시 후 1년 6
사업주의 직무제안 개월이 경과한 날
서를 통해 결정
-지급방법: 휴업한 일
-지급방법 : 월 2회
수분을 일괄하여 청
구하거나 몇 번으로
나누어 청구 가능

한 국
-개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재해
발생 시점부터
-종료
․치료종결 시점까지
․영구불능의 경우에
한하여 산재발생 2
년된 자가 폐질등급
판정 받은 때까지
-지급방법 :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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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의 4일째부터 지급하며, 이때 요양개
시 후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해도 치유되지 않거나 장해정도가 상병등
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중지되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
다(제18조).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상병보상연금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휴업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대기기간의 임금부담
독일의 경우는 전일제 취업을 할 수 없어 소득상실이 있을 때 휴업급
여가 지급되는데,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6주까지의 휴업급여는 해당 사업
주가 임금전액을 부담하고 7주부터 산재보험조합에서 기준소득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그러나 임시직근로자나 1주에 15시간 이내로 근로
한 경우, 월임금이 325유로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대기기간에 관계
없이 산재발생 시점부터 산재보험조합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워싱턴주는 14일을 초과하여 근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기기간
에 해당하는 3일분을 보험자가 부담하고 14일 이내에 근로행위가 가능
할 경우에는 대기기간의 3일분을 공제한 휴업기간만을 급여로 지급한
다. 3일분에 대한 임금손실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51.32.080).
일본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서 근로를 하지 못하여 휴업급여
를 지급할 때 대기기간에 대한 3일은 사업주가 1일당 평균임금의 60%
<표 5-11> 대기기간의 근로자 임금부담
독 일
-6주 이내: 사업주 부
담
-7주부터 : 산재보험
부담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14일 이후 근로행위 -3일 이내: 사업주 부 -3일 이내: 사업주 부
를 할 수 없을 때 재 담(일당평균임금의 담
해발생 시점부터 산 60% 지급)
-4일부터 : 재해발생
재보험 부담
-4일부터 : 산재보험 시점부터 소급하여
-14일 이내 근로행위 부담(재해발생 시점 산재보험 부담
가 가능한 경우 3일 부터 소급하지 않음)
분을 공제하고 산재
보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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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하고 산재보험에서는 4일부터 급부기초일액의 80%(휴업보상급
부와 휴업특별지급금)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마. 시사점
국가마다 경제구조가 각기 다르고 고용구조 및 직업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임금구조 및 임금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산재보험 지급방식에
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국가간의 고찰은 그 나라의 사회보
장수준, 임금수준, 경제수준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상 여기서는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휴업급여 지급요건은 재해발생 시점으로부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며 4일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
우에 지급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전액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휴업
급여는 지급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상태가 경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휴업급여의 산정방식은 재해발생 직전의 노동능력을 기초로 하
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에 기초한 정률보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재해발생 직전의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
실 그대로 산정하여 일정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휴업
급여 지급수준은 재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
었다고 확정된 날(근로기준법 제48조)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한 일
수만큼 지급한다(제41조). 만약 요양중에 취업중이어서 임금을 받는 경
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한 경우에도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
는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급여수준을 비교하면, 비율 수치면에서 독일은
기준소득의 80%(7주 이후)∼100%(6주), 일본은 급부기초일액의 80%
(특별지급금 포함), 워싱턴주는 60∼75%(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이다.
우리나라는 70% 수준이므로 수치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ILO에서 권고하는 6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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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지급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점으로부터 치료가 종결된 시점으로 요양과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동일
시하고 있다. 또한 신체능력이 영구불능의 경우에 한하여 산재발생으로
2년 이상이 경과된 자가 폐질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상병보상연
금이 지급되지만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장기간 휴업급
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지급수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령자 감액지급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고령자 감액지급이란 휴업급여가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급여임을 감안할 때, 실제취업
이 곤란한 65세 이상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5%를 감액하는 것이다.
휴업급여의 지급은 일반근로자가 일정연령 이후에는 임금수입이 감
소하고 마침내 퇴직에 이르러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형평
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개정되었다. 따라서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65
세에 달한 경우 휴업급여는 그 65세에 달하는 날까지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하고, 도달한 날 이후부터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의 경
우 연령계층별 최고․최저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급부기초
일액을 적용하는 보험급여 항목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와는 상이한 제도이다. 휴업급여의 성격이 단기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
방식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연령에 한정하여 휴업급여를 조정하는 예는 없다. 단
기 소득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휴업급여 수준을 연령을 고려한 조정
방식은 우리나라 휴업급여의 장기수급의 폐단이 부른 독특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78주, 일본은 1년 6개월로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한
정하고 있다. 이는 그 국가의 건강보험법에서의 휴업급여와 그 맥을 같
이하고 있는데, 독일의 건강보험103)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정규 근
103) 급여의 유형
․예방급여 : 질병예방(건강교육, 건강상담, 충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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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득의 60%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건강보험보다 10% 더 소
득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최대기간은 78주까지 지급한다(건강보험의 경
우에도 최대기간은 78주). 일본의 건강보험104)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
는 1일당 표준보수월액(산재보험의 급부기초일액에 해당)의 60%에 해
당하는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휴업급여특별지급금을
지급하여 건강보험의 수준보다 20% 더 높게 지급하고 있다. 기간은 건
강보험과 산재보험이 1년 6개월까지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1년 6개월을 산정한 근거는 독일을 따르고 있는데,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경우에 휴업급여의 최대기간이 78주
로서(1년 6.25개월) 이를 최대기간 산정한 것이다. 이처럼 독일과 일본
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맥
을 같이 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독일 및 일본과 달리 상해나 질병으로 인
한 소득보장은 유일하게 산재보험에서만 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에서
의 소득보장부문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보험간의 불균형
적인 발전으로 산재보험의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당사자간의 마찰을 초
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초한 합리적인 휴업급
여 지급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기간중의 임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를 하지 못한 임금
손실 부분에 대하여 재해발생 시점부터 보존이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대기기간 내의 임금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물급여 : 외래진료, 의약품붕대, 보장구, 각종 치료, 입원요양비, 가정간호급여,
출산지원, 가사지원, 경영지원, 재활(온천욕)
․현금급여 : 상병수당, 장제비, 교통비, 모성보호급여(출산수당, 출산일시금)
104) 급부의 유형.
․보건급부 : 요양급부, 가족요양비, 고액요양비, 출산․육아일시금, 배우자 출
산․육아일시금, 장례비, 가족 매장료
․휴업급부 : 상병수당, 출산수당, 휴업수당
․재해급부 : 조의금, 가족 조의금, 재해위문금
※ 요양급부는 자영업자, 농어민 등을 제외한 피보험자 본인뿐 아니라 피부양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요양급부는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는 현물급여이고
출산육아일시금, 장례비, 상병수당금, 출산수담금 등은 현금금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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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일 이내의 요양을 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손실이 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부담하고, 4일 이상의 요양 및 근로를 하지 못하여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면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3일분을 소급하여 재해발생 시점
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독일과 워싱턴주, 일본은 공통적으로 대기기
간을 초과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일정정도 사업주에게 부담을 지우
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이 없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3. 직업재활단계의 현물급여
가. 급여의 범위
독일과 워싱턴주의 산재보험에서는 직업재활을 보상의 범위에 포함
하고 있다. 급성기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후 장해급여가 예상되는 근로
자는 의료재활과정을 거쳐 의사의 의료평가를 통해 재활급여 지급 여부
가 결정된다. 새로운 직장과 직무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업재활
급여가 지급된다. 직업재활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급급여로 나눌 수 있다.
독일의 직업재활관련 현물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또는 요
청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 전직훈련을 포함한 직업준비, 직업적
응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 및 정규학교교육, 불편 없이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보조․도움 및 이에 필요한 준비 또는 학교교육 시작 전에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을 발전․개발시키기 위한 지원, 장해인 전용 공
장(사업장)에서의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이에 해당되며 훈
련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용, 화물운송비 등 여행경비까지 포
함한다.
워싱턴주에서의 직업재활에 관한 현물급여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와 유사하다. 요양급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의료서비스가 제공
되며 직업재활이 필요하고 직업재활을 통해 근로자가 유급직 고용가능
성이 높아지면 직업재활급여의 요건이 된다. 재활내용은 주치의의 장해
평가(의료평가), 업무제안 및 업무분석, 직업상담원의 직업복귀 여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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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직업재활 현물급여의 범위
독 일

워싱턴주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 -주치의의 장해평가(의료평
요되는 제반 경비
가), 업무제안 및 업무분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포함한 석, 직업상담원의 직업복
직업준비
귀 여부 평가, 직업배치활
-직업적응훈련, 향상훈련, 전직훈 동(placement activity)을
련 및 필요한 경우 정규학교교 돕는 데 지불되는 제반 비
육
용
-불편없이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훈련이나 교육에 드는 수
보조, 도움 및 이에 필요한 준비 업료, 책값, 교통비, 숙박
또는 학교교육 시작 전에 정신 비용, 장비구입비 등
적 및 육체적 기능을 발전, 개발
시키기 위한 지원
-장해인 전용 공장(사업장)에서
의 직업훈련
-훈련이나 교육에 드는 수업료,
교통비, 숙박비용까지 포함

일 본

한 국

-

-

주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직업재활급여 항목이 없으며 보험시설 설치․운영에
의하여 복지사업 형태로 직업재활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가, 직업배치활동(placement activity)을 돕는 데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
다. 이 비용에는 훈련이나 교육에 드는 수업료, 책값, 교통비와 숙박비용
등 여행경비, 장비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의무규정을 산재보험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급여는 사업
주가 지불해야 한다(51.32.095).
독일과 워싱턴주의 직업재활에 관한 현물급여의 차이가 있다면 독일
의 경우 정규학교교육까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정규학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나. 지급기간
재활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독
일과 워싱턴주 모두 직업재활급여 기간에 관한 결정은 직업재활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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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직업재활 현물급여의 지급기간
독 일

워싱턴주

-학력수준,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 -경력, 교육 정도, 지식, 관심
의 차이가 있음(2년을 초과할 수 사, 연령, 숙련도, 육체적․정
없음)
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기간
-직업재활을 끝내고 직업을 찾지 설정
못하는 경우 현금급여는 최대 3 -직업훈련프로그램은 52주를
개월까지 연장지급 가능(단 실업 초과할 수 없고 4,000달러
급여 받지 않아야 함)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사
-현금급여 수준은 1년에 한 번씩 업주 부담)
재조정

일 본 한 국

-

-

전문가에 의해 개인별 학력, 나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정도 등을 고려
하여 객관적인 테스트를 거친 결과에 의하여 개인별 기간을 달리 설정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직업에 복
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일제 수업 형태로 2년 이상을 초과
하지 못한다(제38조). 워싱턴주의 경우에도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최대
52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4,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
한하고 있다(51.32.095).

4. 직업재활단계의 현금급여
가. 지급수준
직업재활과정 동안 소득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한 현금급여인 재활급
여는 독일과 워싱턴주에서 지급된다. 독일에서는 요양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는 달리 전환급여(재활급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며 지급수
준도 휴업급여의 기준소득 산출기준과 차이가 있다. 기준소득 기준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직업재활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능력을 상실하기
직전 월까지의 기간(최소 4주 이상)의 정기근로임금 및 근로소득의 합
계인 총소득의 80% 또는 순소득 중 작은 금액이다. 이 기준소득에 부양
자녀수를 고려하여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자녀 1인 이상이거나 배우자

296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나 동거인이 직업활동을 포기하고 개호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의 75%
를 지급하고 해당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없거나 3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
기준소득을 적용한 경우 직업재활이 시작된 달 전월의 법정소득 또는
지역별 통상임금의 65%를 지급한다. 이외의 나머지 경우는 기준소득의
68%를 지급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의료재활기간과 마찬가지로 소득손실분에 따른 부분
휴업급여를 비롯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 및 지급수준을 동일하게 적용
하고 있다(51.32.095). 워싱턴주의 휴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기간을 설정
하고 있는 독일, 일본과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급직의 경
우에는 근로자의 장해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제안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변경된 직무에 따라 휴업급여의 지급 수준과 기간이 달라진
다. 또한 퇴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야 하며
<표 5-14> 재활급여의 지급수준
구분

독일

워싱턴주

일본 한국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직업
재활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
능력을 상실하기 직전 월까
기준소득
-상해를 입었을 당시의 월임
지의 기간(최소 4주 이상)의
산출기간
금, 결혼상태 및 부양가족수
정기근로임금 및 근로소득의
합계인 총소득의 80% 또는
순소득 중 작은 금액

-

-

-자년 1인 이상, 배우자나 동 -휴업급여와 동일
거인이 직업활동을 포기하 -완전휴업급여
고 개호하는 경우 기준소득
미혼 기혼
의 75%
자녀0 60% 65%
-해당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없 자녀1 62% 67%
거나 3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 자녀2 64% 69%
지급수준 기준소득을 적용한 경우: 직업 자녀3 66% 71%
재활이 시작된 달 전월의 법 자녀4 68% 73%
정소득 또는 지역별 통상임금 자녀5 70% 75%
의 65%
․주평균월임금 120% 한도
-나머지의 경우 : 기준소득의 -부분휴업급여
68%
․현재 임금과 상해 당시 소득
능력의 차이액의 80%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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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가 없으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휴업급여의 지급 수준과 기간은 사업주의 업무제안과 함께 전문가
평가를 통한 철저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상실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 사업주를 위한 보조
독일과 워싱턴주의 산재보험제도의 목표에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
상과 직업복귀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평생 장해급
여를 받는 사회적 비용은 재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독일과 워싱턴주의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재활을 보험급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과의 연계망이 구축되지 않는 재활은 직업복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없다. 산재근로자의 고
용촉진을 위하여 다른 직장이나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에서
는 그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형태로 보조해 주고 있다.
독일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교육훈련비를 교육기간 동안 지
급), 직장배치에 대한 보조금(급여의 최대 50%까지 최대 1년간 보조금
지급 가능), 작업지원에 대한 보조금, 시험고용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사업주에게 보조한다(사회법전 제9권 제34조).
워싱턴주에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직업병으로 더 이상 원래의 직장으
로 복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가 채용하는 경우 재정적 이익
을 얻도록 한다.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
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클레임 비용은 노동산업
부의 2차산재기금(second injury fund)으로부터 지급되며 사업주는 지
출해야 하는 비용이나 벌과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3년 동안 사고
기금(accident fund)과 의료부조(medical aid)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
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단지 보충연금(supplemental pension) 보험료만
을 내게 된다. 또한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장해로 인하여
원래의 직무로 복귀할 수 없어 직무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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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산재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보조
독일

워싱턴주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교육훈 -다른 직장변경
련비를 교육기간 동안 지급)
․3년 이내에 산재 재발생시
-직장배치에 대한 보조금(급여의 보험료율과 상해비용은 사
최대 50%까지 최대 1년간 보조 업주 면제
금 지급 가능)
․3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지원에 대한 보조금
사고기금 및 의료보조 보
-시험고용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 험료 면제
는 전부
-직무변경비용: 근로자 1인
에 대하여 5,000달러 한도

일본

한국

-

-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가 업무상 부상으
로 인한 장해를 가지게 된 근로자를 보유하거나 고용하기 위하여 직무
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직무변경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
며 직무변경 1건당 근로자 1인에 대해서 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용은 사업주의 협력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2차산재
기금에서 지급된다(51.32.250).
다. 시사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사회복귀 촉진에 있다. 의료재활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장해판정이 이루
어지면서 요양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는 직업재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근로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재해보상의 보험급여만으로 노동력
회복이나 사회복귀 또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가 불충분하므로 각종 보험
시설 등의 근로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요양 및 재활시설을 설치․운
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시설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장학사업 등 산재근로
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에 관한 급여조항이 없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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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보험법에는 노동기준법에 없는 보험시설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외과후처치에 관한 시설, 의지 지급에 관한 시설,
휴양 또는 요양에 관한 시설, 직업재교육에 관한 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러한 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957년 노동복지사업단법
에 의하여 노동복지사업단이 설립되었다.
일본의 노동복지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업 중 보장구 지급, 에프터케어, 외상후 처치 등은 독일과 미국
에서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요양급여에서 지급된다. 또한 자
동차구입비용이나 주택자금 등의 경우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타
보험급여로서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업내용이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지사업의 성격으로 지
급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사회복귀 촉진 프로그램이 시설
설립과 대부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활사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과의 연계망이 구축되지 않는 재활은 산재보험제
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근로자의 원상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재활관련 사업은 일본의 노동복지사업의 형태와 유사하고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일본의 방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현재 일본의 노
동복지사업은 정부의 행정주도에 의한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각종 시설
에 대한 민간위탁 등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업무의 범위를 수정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
활사업의 역할모델로 일본을 설정하여 그들의 제도를 도입하는 중에 있
다. 물론 산재보험법의 특성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사업의 아이템부분
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야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작단계인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일본식의 복지사
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의 요양관리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검증이 확인
된 직업재활을 급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산재장해인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의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
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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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활정책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기까지는 산재근로자의
재활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다. 다른 선
진국에 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80년
대 미국 정부가 근로자들의 보상에 직업재활을 강제한 법을 제정한 이
후 보험제도의 급여의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근로자의 의료평가기
간 동안, 직업훈련기간 동안 교통비와 숙박비 등 기타 급여를 제공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진정한 소득보장 및 사회복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면서 진정한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
불어 민간부문의 재활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직업재활비용이 더 많
이 들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해결방
안의 하나로 직업재활을 강제는 하되 기간을 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거
나 자발적인 직업훈련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주(state)마다 대응책을 마
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활을 통해 다시 직업
을 갖도록 하는 것은 1년에 30억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고 있어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의 고용촉진을 위한 방법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적용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절 연금단계의 보험급여

1. 장해급여
가. 지급요건
근로자가 재해 이후 요양급여에 의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지만,
신체기관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신체에 장해가 아직도 잔존하는 경우에
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
동력의 손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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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올 수 있다. 따라서 감소된 또는 상실된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보험급여이다.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라고
하는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전히 치료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효과적 치료방
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즉 장해라 함은 부상 또
는 질병의 치료 후에도 더 이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근로자에게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
는 육체적 훼손상태 또는 그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 및 감소를 뜻한다.
독일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장해로
초래된 노동능력의 상실 수준을 말한다. 모든 장해를 합산하여 노동능
력이 최소한 2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장해가 2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에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제56조). 또한 여러 부위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
는 부위별 장해가 10% 이상이 되어야 합산이 가능하다. 장해등급 판정
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표를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워싱턴주는 최대한 재활이 달성된 이후에 상태가 안정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아야 한다.

<표 5-16>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노동능력이 최소한 20% -재활이 최대한 달성된 -상병이 치유된 후 -업무상 부상 또는
이상(총합산 장해) 감소 이후 상태가 안정되어 신체에 일정한 장해 질병의 치유 후 신
하고 장해가 26주 이상 더 이상 진행되지 않 가 남은 경우
체에 장해가 남게
지속되는 경우
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14개 신체장해 등급 된 경우
-부위별 장해가 10% 이 -지정장해로서 절단 및 표에 해당하는 상태 -잔존하는 신체의 장
상이어야 합산 가능
기타손실에 의한 장해
해가 신체장해등급
등급표에 해당하는 상
제1급 내지 제14급
태
에 해당하는 상태
-미지정장해로서 23개
부위별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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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는 노동능력상실이 100%에 해당되는 완전장해와 신체의 부분
에 장해가 생긴 부분장해로 구분한다. 또한 부분장해는 지정장해와 미
지정장해로 구분하는데, 지정장해는 절단 및 기타 손실에 해당되어 누
가 보더라도 장해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장해등급표를 적용하여 장
해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전문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내과적
상해, 척추상해, 정신병 등의 경우에는 미지정장해라고 하여 23개 부위
로 세분하여 장해분류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일정한 장해가 남은 상태로서 신체
장해등급 제1급에서 14급에 해당하면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나. 지급수준
장해급여는 독일의 경우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완전장해인 경우
근로자의 연간소득의 2/3가 지급된다(제56조 제3항). 근로자가 여러 개
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모든 연금의 합계가 연간근로소득 중 최고
금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제59조). 노동능력이 50% 이상 상실된 중
증장해인의 경우 다른 연금청구권이 없는 경우 산재보험연금액의 10%를
증액하여 지급한다(제57조).
워싱턴주에서는 영구적인 완전장해와 영구적인 부분장해로 구분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영구완전장해의 급여수준은 휴업급여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동일한 액수로 매월 지급한다. 영구부분장해의 경우
지급방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장해가 뚜렷한 상하지 절단 및 상실, 청력
손실 또는 시력을 손실한 경우에는 부위에 따른 보상금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의 임금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보상을 한다. 미지정장해의 경우에
는 부위에 따라 최소 2단계에서 최대 9단계까지 상태의 정도를 세분화
하여 상실률을 적용한다. 단계에 따른 평가방식은 워싱턴주법 규칙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장해평가시 가이드를 제공한다(51.32.080).
일본은 우리나라의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부와 노동복지사
업에서 지급하는 장해보상특별연금 및 장해보상특별지급금 세 가지 유
형이 지급된다. 장해보상급부는 급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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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장해급여의 지급수준
독 일
기
초 연간근로소득
임
금

급
여
수
준

워싱턴주
월급여

-완전장해: 연간소득의 -영구완전장해
2/3
미혼 기혼
-부분장해: 소득활동능 자녀0 60%
65%
력의 감소에 따라 전액 자녀1 62%
67%
연금의 백분율로 정함 자녀2 64%
69%
․100%: 연간소득의 66.7% 자녀3 66%
71%
․75%: 연간소득의 50.0% 자녀4 68%
73%
․50%: 연간소득의 33.3% 자년5 70%
75%
․25%: 연간소득의 16.7% ․주평균월임금 120% 한도
-영구부분장해
․지정장해: 부위에 따른
정액지급(근로자의 임
금수준과 관계없음)
․미지정장해: 부위별 23
개 장해분류표에 따라
등급 적용
․모든 장해를 합쳐 11만
8,800달러 한도

일 본

한 국

장해보상급부: 급부기초일액
장해특별연금: 산정기초일액 평균임금
장해특별지급금(일시금)
장해보상급부
장해특별연금
1급 1,340일분
2급 1,190일분
3급 1,050일분
4급 920일분
5급 790일분
6급 670일분
7급 560일분
8급 503일분
9급 391일분
10급 302일분
11급 223일분
12급 156일분
13급 101일분
14급 56일분

장해특별
지급금
342만 엔
320만 엔
300만 엔
264만 엔
225만 엔
192만 엔
159만 엔
65만 엔
50만 엔
39만 엔
29만 엔
20만 엔
14만 엔
8만 엔

1급 1,474일분
2급 1,309일분
3급 1,155일분
4급 1,012일분
5급 869일분
6급 737일분
7급 616일분
8급 495일분
9급 385일분
10급 297일분
11급 220일분
12급 154일분
13급 99일분
14급 55일분

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장해보상특별연금은
장해보상급부 산정시 제외되었던 임금인 보너스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항목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또한 위로금의
형태로 장해보상특별지급금은 최고 342만 엔에서 최소 8만 엔 까지 장
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 지급방법
독일은 연금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20% 이상이면 장해연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이
40% 이하인 경우에 일시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제76조). 워싱턴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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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영구완전장해의 경우에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영구부분장해
의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일본은 연금과 일시금제도를 장해등급
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1∼7급까지는 장해연금을, 8∼14급까지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독일, 일본은 장해연금 수급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일시적
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액까지 목돈으로 선불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노동능력상실률이 40% 이상인 경우에
근로자가 청구하면 10년치 연금을 1년 연금의 9배를 일시에 지급하며
10년 후부터 다시 연금으로 지급한다(제79조). 그러나 근로자가 18세 이
상이어야 하고 장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제78조 제2항).
워싱턴주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망 후에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장해연금 수급자가 생존시에 장해연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사망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장해연금 수급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장해연금을 차감해서 지급받으면 유
족들에게 일정 연금을 지급한다. 차감지급형태는 소액감소와 고액감소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액감소연금은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
족이 현재 연금의 50%를 수령하고, 고액감소연금방식은 현재 연금수준
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족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51.32.067). 영구부분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급여가 주 평균 월임금의 3배를 초과하면 급여 총
액이 모두 지불될 때까지 매월 휴업급여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월급여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 기타 규정에 의하
여 지급된다(51.32.080).
일본에서는 근로자가 사회복귀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해보상연금을 일정액까지 목돈으로
선불하는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부칙24). 장해
등급에 따라 근로자가 선택하는 액수가 장해보상연금의 선불로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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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는 선불일시금이 지급되면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보상연금의 매월
분 금액(1년 경과한 다음의 분은 5부의 단리로 차감한 액수)의 합계액
이 선불일시금액수에 달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표 5-18> 장해급여의 지급방법
연 금
20% 이상은 연금
독일 상실률
지급 원칙

워싱
턴주

일본

한국

연금․일시금 택일

일시금
-상실률 40% 이하인 자
-장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실률이 40% 이
상이면 10년분 연금을 1년 연금
의 9배를 일시 지급하고 10년 후
부터 연금 지급

-영구완전장해
-사망과 연계하여 지급방
식 다름(산재와 무관한
사망시)
-영구부분장해
․전액 장해연금 지급→ 주평균월임금의 3배
사망하면 지급 안함
를 초과하는 경우
․한 금액으로 연금수령 장 매월 휴업급여수준
해연금 차감지급: 소액감 에서 분할 지급 또
소연금은 사망하면 유족 는 일시금 지급
이 현재 연금의 50% 수령
하고, 고액감소연금은 유
족이 동일
장해보상급부, 장해특별연
금, 장해특별지급금 각각
지급
-8급에서 14급
1급 : 313일분＋특별지급금
-선급금
․1급 : 200일, 400일, 600일, 800일,
별도
1000일, 1200일, 1340일
2급 : 277일분＋특별지급금
별도
․2급 : 200일, 400일, 600일, 800일,
3급 : 245일분＋특별지급금
1,000일, 1,190일
별도
․3급 : 200일, 400일, 600일, 800일,
4급 : 213일분＋특별지급금
1,000일, 1,050일
별도
․4급 : 200일, 400일, 600일, 800일,
5급 : 184일분＋특별지급금
920일
별도
․5급 : 200일, 400일, 600일, 790일
․6급 : 200일, 400일, 600일, 670일
6급 : 156일분＋특별지급금
별도
․7급 : 200일, 400일, 560일
7급 : 131일분＋특별지급금
별도
4급 : 평균임금의 224
일분
193 -8에서 14급
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5급 : 평균임금의
일분
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6급 : 평균임금의 164 -선급금
․1∼3급 : 1∼4년분 일시금 가능
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일분
․4∼7급 : 1∼2년분 일시금 가능
7급 : 평균임금의 138
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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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우리나라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제42조).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은 업무상 재해 완치 후에도 신
체에 장해가 잔존해야 한다. 또한 잔존한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제1급에서 14급에 해당되어야 한다(영 별표2).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등
급별 지급방법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장해급여 수준이 결정되며 평균
임금에 해당 등급의 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장해의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첫째, 신체기관의 상실 등과
같은 의학적 또는 신체적 의미에서의 장해가 있고 둘째, 사실상의 소득
능력 상실을 의미하는 장해가 있다. 보통의 경우, 두 가지 요소는 동시
에 발생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무능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실제는 지적 판
단능력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의학적으로는 노동능력이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산재보상의 장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이러한 의학적 요
소와 소득상실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LO(제121호) 권고에 의하면 영구적 완전 노동능력상실(100%)의 경
우 평상시 소득의 2/3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입각하여
독일은 연간소득의 2/3(66.7%), 워싱턴주는 60∼75%, 일본의 경우도 이
에 맞추어 특별지급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3
급 장해연금) 수준으로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의 급여수준과 큰 차이
가 없다. 경장해의 경우 국가마다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상의
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등급을 적용하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8∼14
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급여산정일수가 매우 낮으며 일본
은 이에 부가하여 특별지급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가 실제 낮은 장해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14급의 장해급여
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해급여 지급방식은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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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지급한다. 1∼3급은 연금을 받고 4∼7급은 일시금과 연금을 선
택할 수 있으며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연금 지
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20% 이상이면 장해
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1∼7급(노동능력상실률 56%)까지 사이는 장
해연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해급여의 연금화는 노동
능력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에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강
화하는 것으로 4∼7급의 경우에도 연금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장해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계속적인 관리는 산재보험의 재정 및 운
영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해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장해의 정도가 경감되거나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보험자의 정기적인 관
리를 통하여 장해급여 수급자의 상병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2년마다 정기검진을 통하여 상병상태의 변
화를 보고해야 한다. 이때 산재보험조합은 의사를 3명 선정하여 장해급
여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면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이 중 1명을 선택하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장해 정도의 변화가 5% 이상 있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장해급여를 증감하게 된다(제73조). 일본에서는 수급권자의
주소(주민표 사본 또는 호적초본), 다른 사회보험에서 지급되는 연금의
종류와 지급액을 매년 노동기준감독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장해부위와 상태에 관한 정기검진을 1년마다 시행하여 노동기준감독서
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21조). 정기보고 이외에 수급권자의 성
명이나 주소의 변경, 다른 연금의 지급 및 변경, 장해의 정도가 변경이
<표 5-19>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사후관리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없음
-없음
-장해의 악화, 감소,
-장해의 악화, 감소,
-2년마다 정기검진
종결이 발생하면 수 -1년마다 정기검진
종결이 발생하면 수
(의사 3명 중 1명을
급권자의 신청에 의 (의사 선택은 자유) 급권자의 신청에 의
선택하도록 함)
하여 보상률을 조정
하여 보상률을 조정
하거나 급여 종결
하거나 급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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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21조 2). 이처럼 장해의 정도가 급여계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
재장해인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상병보상연금
가. 지급요건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상태가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완
전장해 상태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그 가족의 생계가 더욱 어
려워질 것이므로 이들에게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의료보장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
금방식으로 이 기간중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장해연금과는 별도의
특정 보험급여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이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중
증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장해연금이 지급되고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별도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는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그날 이후에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장해 정도
가 상병등급(폐질등급 : 영구적 완전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우리나라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
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보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
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한다(제44조).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
야 하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 폐질 정도가 폐질등급기준
에 해당해야 한다. 폐질등급의 1․2․3급 기준은 장해등급의 1․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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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독 일 워싱턴주

-

일 본

한 국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1년 6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
월이 경과될 것
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될 것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
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니한 상태에 있을 것
-그 장해 정도가 상병등급에 해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당할 것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

기준과 같다.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나. 지급수준
일본에서는 상병보상연금은 급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1급은 급부기초일액의 313일분, 2급은 277일분, 3
급은 245일분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 지급과 함께 노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상병특별지급금 및 상병특별연금을 별도 지급한다. 상병특별
지급금은 위로금의 형식으로서 일시금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상병특별연금은 급부기초일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너스 등에 대한 임
금보전에 해당되는 특별급여로서 산정기초일액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
라 차등 지급한다.
<표 5-21>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수준
워싱턴주

독 일

제1급

-

-

제2급

-

-

제3급

-

-

일 본
한 국
상병보상연금 : 급부기초일액의 313일분
평균임금의 329일분
상병특별지급금(일시금) : 114만 엔
상병특별연금 : 산정기초일액의 313일분
상병보상연금 : 급부기초일액의 277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상병특별지급금(일시금) : 107만 엔
상병특별연금 : 산정기초일액의 277일분
상병보상연금 : 급부기초일액의 245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특별지급금(일시금) : 100만 엔
상병특별연금 : 산정기초일액의 24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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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수준은 <표 5-21>에서 보여지듯이 폐
질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장해급여 수준과 동일하며,
휴업급여의 지급수준보다 높다.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매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영 제40조 제3항).
다. 시사점
우리나라와 일본은 폐질등급 대상자는 동일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상
병보상연금 수급이 발생하는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양개시 후 2년 경과, 일본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병보상
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일본의 1년 6개월이라고 산정한 근거는 앞서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상병보상연금 기산점이 2년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상병보상연금의 결정은 다른 보험급여와 달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결정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사유에 해당할 경
우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을 결정한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자는 휴업
보상급부는 받지 못하지만 요양보상급부는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
급된다. 또한 요양을 시작해서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상병은 치유되
지 않았지만 그 상병에 의한 장해 정도가 상병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근
로자는 계속해서 요양급여 외에 필요에 따라 휴업보상급부가 지급되는
데, 그 이후 그 근로자의 상병의 정도가 심해져서 상병등급에 해당하기
에 이른 경우에는 그때부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같이 상병
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월
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각 연
금액의 93%로 감액 지급한다.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
한 경우에는 재해일 이후 휴업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2년까지는 휴업급
여를 지급하게 되며, 재해발생 2년 이후 1년간은 상병보상연금으로서
각 폐질등급에 따른 연금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고, 상병보상
연금 지급 1년 이후에는 각 연금액의 93%를 지급한다. 일본은 상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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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자체를 조정하여 지급수준을 조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지급액을 조
정하기보다는 요양관리를 통하여 지급기간을 조정하고 있다. 상병보상
연금의 장기수급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현실에서 만들어진 특
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의 상병상태에 관한 관리규정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없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일본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에게 연 1회의 정기보고(실제 노동
기준감독서에서는 6개월마다 주치의 의견조회 및 진단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에 대한 요양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음)를
통하여 상병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림 5-1 참조). 그 장해의 정도가 변화하면 그 해당하는 상병등급
으로 재조정하거나 상병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은
상실하고 상병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중이라면 휴업급여를 지
급하게 된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의 연속적인 성격으로서 장기수
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수급자의 상태를 관
리하고 있는 것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장해에 한하여 시의 적절한
장해판정일자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장해등급을 판정받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휴업급여의 장기수급
으로 불필요한 요양 및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를 정례화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병보상연금의 근본 취지를
살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
후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수준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어 상병보상연금과 1∼3급 장해연금간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과 장해연금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별지급금 지급에서 나타나는데,
동일한 신체상태일지라도 상병보상연금자의 경우 특별지급금이 1급은
114만 엔, 2급은 107만 엔, 3급은 100만 엔이 지급되지만 장해판정을 받
은 경우 특별지급금이 1급은 342만 엔, 2급은 320만 엔, 3급은 300만 엔
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때보다 3배 가량 급여가 증액된다. 이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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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종결을 유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병보상
연금 수급자가 기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병보상연금제도
와 장해연금 수급자간의 차이를 두어 상병보상연금제도가 남용되는 일
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3. 유족급여
가. 지급요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제43조) 사망으로 인해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이 직면하게 될 경제적 위험을 막기 위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은 업무상 사망과 사망의 추정 두 가지이다. 업
무상 사망이란 근로자가 즉사한 것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과
인과관계를 갖고 사망한 것이면 인정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의
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였다가 완치한 이후에 업무상 인과관계에
의해서나 최소한 과로에 의해서 다시 재발․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해
당된다. 다만 자살의 경우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
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외 재해가 된다. 사망의 추정이란 근로
자의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장기간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어,
그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가족들의 경제적 곤란을 막고 생계를 보
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독일의 유족급여 지급요건은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으로 사망
이 초래된 경우에 인정된다. 또한 직업병 중 규폐․진폐증(4,101), 진폐
결핵(4,102), 석면에 의한 폐질환(4,103), 석면에 의한 폐암(4,104)으로
장해율이 50%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의
한 사망으로 인정하며, 이를 확증하기 위해 시체해부를 요구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어 진폐 및 석면으로 장해급여를 받던 자는 사망과의 인과관
계의 입증 없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제63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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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산재보험 위험으로 -산재보험 위험으로 -산재보험 위험으로 -산재보험 위험으로
사망
사망
사망
사망
-특정 직업병의 장
-생사가 3월 이상 불 -생사가 3월 이상 불
해율 50% 이상인
분명한 경우 사망 명한 경우 사망추정
자(입증책임 무)
추정
-1년 이내에 생존소
식이 없는 경우 사
망 추정

무행위와 관련하여 실종되어 1년 이내에 생존소식이 없을 경우에는 산
재발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한다.
일본의 유족급여 지급사유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와 사망의
추정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선박이나 항공기의 침몰, 전복, 멸실, 행
방불명의 경우에 3개월간 생사가 불분명한 때, 3개월 이내에 사망이 밝
혀질 때,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그 사고가
발생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수급자의 범위
독일은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및 계부모․양부모에
게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는 한 유족
급여를 지급받는다(제65조). 자녀는 18세 까지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
학교교육 또는 직업훈련교육중이거나 사회봉사중이거나 신체적․정신
적 장해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못하는 경우에는 27세까지 수급자격
이 주어진다(제67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당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유족급여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생계에 어
려움이 생겨 사망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계부
모와 양부모는 친부모와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
워싱턴주의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은 배우자가 있을 시에는 배우자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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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사실혼 포함)
-사망 당시 자녀, 부모, 손, -사망 당시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가 18세 미 조부모, 형제자매가 18세 미
만이거나 60세 이상
만이거나 60세 이상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
-배우자
-배우자
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해 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
-자녀는 18세 -자녀 18세
등급 5급 이상 신체장해가 해등급 3급 이상의 신체장
까지(학생은 까지(학생
있는 자
해가 있는 자
27세)
은 23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태
-직계존속
-부모
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 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
우,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우,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
있던 자
고 있던 자

에게 수급권이 주어진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은
계속 주어지고, 자녀의 경우 18세까지 수급권이 있으며, 학생의 경우에
는 23세까지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를 포함한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이며 근로자가
사망 당시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로서 처를 제외한 자는 일
정 연령 및 장해상태에 따라 수급권이 주어진다(제16조의 2). 남편, 부
모 또는 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
며, 형제자매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 사망 당
시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예외적으로 해당 연
령을 충족하지 않지만 장해등급 5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있거나 그 정도
의 노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된다.
다. 지급수준
독일의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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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유족급여는 배우자연금, 자녀연금, 부모연금으로
구분하며 개인이 처한 각각의 조건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제66조). 배우
자연금은 배우자(남자 또는 여자)가 재혼하지 않는 한 연금을 지급받는
다(제65조 제1항). 단, 결혼 후 1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결혼
목적이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연금은
지급된다(제65조 제6항). 근로자가 사망한 후 첫 3개월간은 근로자의 연
간근로소득의 2/3가 배우자연금으로 지급되며, 그 3개월이 경과하면 수
급권자의 노동능력과 연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간근로소득의 30%
또는 40%(자녀가 있는 경우, 미망인이 45세를 넘어선 경우, 미망인이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가 지급된다.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 연금계산
에 일정하게 반영된다(제65조 제3항). 부모연금은 근로자가 사망전 부
모를 부양하고 있었을 경우 부모연금이 지급되며, 부모가 모두 생존하
고 있는 경우 사망근로자 연간소득의 30%가 지급되고 편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연간소득의 20%가 지급된다. 연금의 수급권은 조부모에
게도 인정된다(제69조). 부모 양쪽에 지급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자는 부모 양쪽에 지급되는 연금을 3개월간 지급
받는다(제69조 제5항). 자녀연금은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의 여부와 관
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되며, 양친 사망의 경우 자녀 1인당 사망근
로자 연간근로소득의 30%, 그리고 편친 사망의 경우 20%씩 지급된다
(제67조 제2항). 그러나 배우자, 자녀, 부모 연금은 모두 합하여 연간근
로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유족급여에 있어서 상한선은 절대액
에 대한 상한이 아닌 정률제에 의한 소득 상한선이다. 이를 초과하는 경
우 배우자연금과 자녀연금 액수에 비례하여 감액하고 있다(제70조).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유족급여 이외에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산재보험 위험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망 당시 50% 이상의 노동능력이 감소되었던
경우 근로자의 연간근로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일시보조금을 1회에 한
하여 지급하고 있다(제71조).
워싱턴주의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별 지급
되는 연금은 휴업급여와 동일한 계산방식과 금액이 지급된다(51.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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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다양한 가족제도로 인하여 유족급여 지급방식도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만약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법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근로자 사망 후 자녀의 법적 보호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양
되었다면,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법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자녀의 법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 1
인당 전체 급여의 5%가 지급되며 지급될 수 있는 총급여는 전체 급여
액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배우자와 자녀의 수급권이 별개로 이루
어질 경우 배우자는 이러한 급여가 공제된 나머지 액수를 받게 된다. 사
망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법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각
각의 자녀에게 똑같은 액수의 급여가 지불된다.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
되는 유족급여는 주에서 공포하는 평균 월임금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급여는 재혼이
발생한 월말을 기준으로 종료된다. 사망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급여는
재혼 다음달부터 사망근로자 임금의 5%에 해당하는 액수가 각각의 자
녀에게 지급되며 5인의 자녀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각각의 자
녀가 받는 급여의 액수는 동일하며 급여는 이전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급여를 대체한다. 만일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법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급여는 이들의 법
적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워싱턴주의 특징적인 것은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 재혼지참금이라 할 수 있는 비
용을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재혼 당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월급여액
의 24배에 해당하는 액수 혹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의 50%
에 해당하는 액수 중 적은 액수를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다(단, 근로자
의 상해가 1991년 7월 28일 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재혼급여표
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급여를 받음)(51.32.050). 사망근로자에게 배우자
가 없는 경우 혹은 배우자가 이 장에 명시된 급여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사망근로자의 자녀는 사망 근로자 월급의 35%에 해당
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1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두번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사망근로자 월급의 15%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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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각각의 자녀들은 총급여액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각각 동일한 액수
를 수령한다. 이때 사망 당시 근로자 임금의 6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
며 주 평균월 임금의 적용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51.32.050).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수급권자가 워싱턴주 밖
에 거주하거나 워싱턴주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노동산업부는 수급권자
의 서면 동의를 얻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
다. 그 금액이 8,500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연금의 가치와 동일하게
또는 비례하여 이루어지는데 주정부 보험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따라
서 이후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종료되거나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국외
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데, 연금의 50%를 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51.32.130).
일본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의 유형으로는 연금지급과 일시금이 있다.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수준을
달리하는데 먼저 연금수급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족보상연금과 노동복
지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유족특별연금과 유족특별지급금이 있다.
유족보상연금과 유족특별연금은 유족의 수, 처의 연령과 장해상태에 따
라 지급수준이 달라지며 유족보상연금은 급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유
족특별연금은 산정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된다. 유족이 1인인
경우 급부기초일액의 153일분과 산정기초일액의 153일분이 지급된다.
사망한 근로자의 처가 55세 이상이거나 장해가 있는 경우 급부기초일액
과 산정기초일액의 175일분이 각각 적용된다. 유족이 2인인 경우 급부
기초일액과 산정기초일액의 201일분, 유족 3인의 경우 급부기초일액과
산정기초일액의 223일분, 4인 이상의 유족이 있는 경우 급부기초일액과
산정기초일액의 245일분을 지급한다. 유족의 수가 증감했을 때, 또는 처
가 일정한 장해상태가 되거나 그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는 그러한 사실
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액이 개정된다. 유족보상연금과 유족특
별연금 이외에 유족특별지급금은 유족수에 관계없이 300만 엔을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특별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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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유족급여 지급수준
지급수준
최고한도액
․연간근로소득의
30%(배우자가
45세
이상,
장해인
또는
부양아동이
있
배우자연금 는 경우 40%)
․18세 이하의 친자녀, 입양자녀
연간
연 자녀연금 ․편친 사망: 연간근로소득의 20%, 양친 사망: 연간근로소득의 30%
근로소득의
금
․학교교육, 장해인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7세까지
80%
독일
․근로자가
사망전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을
경우(조부모
수급권
인정)
부모연금
․부모: 연간근로소득의 30%, 편부모: 연간근로소득의 20%
-연간근로소득의 40% 일시금
일시금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산재보험 위험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에 대한 청
(유족보조금)
구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망 당시 50% 이상의 노동능력이 감소되었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월급여 기준)
․미혼: 자녀0 60%, 자녀1 62%, 자녀2 64%, 자녀3 66%, 자녀4 68%, 자
녀5 이상 70%
․기혼: 자녀0 65%, 자녀1 67%, 자녀2 69%, 자녀3 71%, 자녀4 73%, 자
녀5 이상 75%
주월임금의
연금
-배우자가 없는 경우(월급여 기준)
120%
워싱
․1자녀: 월급의 35% + 15%추가(2자녀부터) ; 총급여액 균등분할(65%
턴주
한도)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평균생활비의 50%(주평균월임금의 120%
한도)
․8,5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지급(외국인은 연금의 50% 한도)
일시금
․재혼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4배 또는 현가로 환산한 잔여
보상금의 50% 중 적은 액수 지급
․유족 1인: 급부기초일액의 153일분(55세 이상, 장해가 있는 처는 175
일분)
유족보상
․유족 2인: 급부기초일액의 201일분
연금
․유족 3인: 급부기초일액의 223일분
․유족 4인 이상: 급부기초일액의 245일분
연
․유족 1인: 산정기초일액의 153일분(55세 이상, 장해가 있는 처는 175
금 유족특별
일분)
․유족
2인: 산정기초일액의 201일분
연금
․유족 3인: 산정기초일액의 223일분
일본
․유족 4인 이상: 산정기초일액의 245일분
유족특별
․유족수와 관계없이 일시금 300만 엔
지급금
․유족보상일시금: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
일시금
․유족특별일시금: 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
․유족특별지급금: 유족수와 관계없이 300만 엔 일시금
․1회에
한하여 연금을 선불로 받을 수 있음(200일분, 400일분, 800일분,
선불일시금
1,000일분 중 희망액 선택)
․유족 1인: 급여기초연액의 52%
․유족 2인: 급여기초연액의 57%
연금
급여기초
․유족 3인: 급여기초연액의 62%
한국
연액의
․유족 4인 이상: 급여기초연액의 67%
67%
․평균임금의 1,300일분(유족보상일시금의 50%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
50%감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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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별지급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급부기초일
액의 1,000일분, 유족특별일시금은 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을 합하여
지급되며, 유족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300만 엔이 함께 지급된다. 근로자
가 사망 직후에 일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 장해보상연
금과 같이 목돈으로 선불하는 선불일시금제도가 있다. 지급수준은 급부
기초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의 금액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부칙31).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전원에게 지불된 연금 및 선불
일시금의 합계액이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미달된 경우이다.
라. 시사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사망추정제도는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5
년, 선발이나 항공기에 의한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법원에 실종신고를
거쳐 사망으로 간주하게 된다(민법 제27조). 그러나 우리나라 산재보험
에서는 근로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승선한 선박이 사고를 당하여 그 생
사가 불명하거나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는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상 생사가 불분명할 때 사망으로 추정한
다(제39조 제1항). 근로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장기간 유족보
상이 지급되지 않던 것을 단기간의 사망추정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일본 산재
보험의 독특한 제도이다.
유족급여는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우리나라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하며 연금 수급
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
액으로 하며 금액의 수준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의 52∼67%
가 지급된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의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이고 가산금액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1인당 급여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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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유족보상연금 수
준에 최고한도규정을 적용하여 급여기초연액의 67%까지 지급하고 있
다. 연금 이외에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 사
망 당시 수급권자가 없거나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
상연금을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제43조 제3항).
독일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특정 직업병에 대한 사
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입증책임 없이 50% 장해율 이상이면 유
족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제도운영은 실제 근로자의 장해의 정도와 사망
과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다. 이러한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송사를 방지하려는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유족급여 지급요건 개선에 귀감이 된다.
우리나라 유족급여 수급자격자는 사망한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를 포함한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로자의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의 경우는 연
령과 관계없으며 남편, 부모, 조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
상이어야 한다. 근로자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하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자 중 장해등급 3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급권이 주어진다(제43조의 2).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1순위로 근로자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① 배
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 ⑤ 조부모 순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족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범위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수급자격자 중 연령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장해인 수
급자의 자격은 우리나라는 3급, 일본은 5급 이상이어야 한다. 장해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상황
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라 할 있으며 수급권자의 장해등급을 최소한
일본의 장해등급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18세 미만의 연령제한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에게는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제정된 것이다. ILO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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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녀의 연령제한은 적어도 학교 졸업 연령 또는 15세 중 높은
쪽의 연령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독일과 워싱턴주의 경우에서
와 같이 학생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을 연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
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18세는 고등학교 재학중으로서 교육비
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연령에 해당되어 18세 미만의 제한규정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교(전문대) 졸
업까지 연령제한을 완화해야 하며 또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혼자에 대한 연금지급 제한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장의비
가. 지급수준
독일은 사망시점 표준소득의 1/7을 장의비로 지급하며 이와 더불어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 아닌 경우 장지까지의 운송비용을 함께 지불
한다(제64조). 워싱턴주에서 발표하는 월평균임금의 200%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지급한다(51.32.050).
일본의 장례비 수준은 31만 5,000엔에 급부기초일액의 30일분을 더한
금액이다. 단, 이 금액이 급부기초일액의 60일분에 미달할 때에는 급부
기초일액의 60일분이 장례비 금액이 된다.

<표 5-25> 장의비 지급수준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사망시점의 표 -주에서 공표한 월 -315,000엔＋급부기 -평균임금의 120일분
준소득의 1/7 평균임금의 200% 초일액의 30일분 -노동부 장관 최고․최
-장지까지의 운
-최저금액 : 급부기 저금액 고시
송비용
초일액의 60일분 ․최고금액: 9,264,595원
․최저금액: 6,279,5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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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우리나라의 장의비 지급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사망한 경
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
는 자에게 지급한다(제45조). 장의비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임금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최저금액은 전
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제38조 제6항).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
본에서는 장의비(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수준은 우리나라를 비
롯한 독일과 워싱턴주는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
으며 일본은 정액지급방식과 정률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의비는 실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취지에 따라 장의비의 급
여수준은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 비용수준에서 정액화할 필
요가 있다.

5. 간병급여
가. 지급요건
독일은 산재로 인한 장해로 일상생활의 활동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개호인을 고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산재사고 발생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
을 위해 상당한 도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손상
된 경우 재가개호와 시설개호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에 또는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해인을 위한 사업장에
서 숙식을 하면 근로자가 입원 또는 숙식하기 시작한 월말까지 계속 지
급되고(그 다음달 첫날부터 중단), 퇴원 및 퇴소한 첫날부터 다시 지급
된다. 다만 입원 또는 기술기간 동안 개호료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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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독 일

워싱턴주

-산재사고 발생으로 -절단 및 마비환자
규칙적으로 반복되 ․목욕, 위생상태 관리
는 일상생활을 위 ․처치
해 상당한 도움이 ․투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부관리
필요할 정도로 건 ․도관내 식사
강이 손상된 경우 ․식사보조(준비 제외)
-시설개호 및 재가 ․체위변경
개호
․이동(보행, 용변 등)
․용변장애
․사지마비 운동

일 본

한 국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 -치유 후 간병이 필
병보상연금 수급자 중 요하여 실제로 간병
1급 또는 2급 장해인 을 받는 자
으로 현재 개호를 받
고 있을 때
-민간유료 개호서비스,
친척, 친구, 지인, 장해
인 요보호시설, 노인보
건시설, 특별양호노인
홈, 원자폭탄피폭자

생계가 위협된다면 급여는 부분 또는 전부 계속 지급될 수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개호대상은 목욕 및 위생상태 관리, 처치, 투약, 피부
관리, 도관내 식사, 식사보조(식사준비는 제외), 체위변경, 보행, 용변을
위한 이동, 배변장애, 사지마비 운동이 필요한 자에게 영구 전체장해로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 노동산업부의 사전승인을 통해 제공된다.
일본의 개호보상급부는 근로자가 장해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하
고 있으면서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상태에 따라 개호보상급
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체장해자복지법 제30조에 규정
하는 신체장해자 양호시설 기타 이게 준하는 시설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곳에 입소하고 있는 동안이나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하고 있
는 동안은 개호보상급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지급수준
독일의 개호급여는 피보험자의 상해의 종류, 건강상태, 필요한 범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된다. 현물적 성격의 개호급여 대신 신체장해
로 인한 개호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개호보조금(Pflegegeld)이 지급될
수 있으며 1995년의 경우 그 비용은 1인당 527∼2,106마르크까지로 책
정되었다(제44조). 특별한 경우 상한선 이상 개호보조금의 지급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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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간병급여 지급수준
독 일
-상해의 종류, 건강상태,
필요한 범위 등을 감안
하여 차등 지급
-매년 7월 1일 현재의 시
중 개호료 인상분 반영
하여 조정(연금조정방식
과 같이 연간 총소득과
같은 조정요소에 의해
조정)

워싱턴주

-

일 본
-상시개호
․상한액 :
․하한액 :
-수시개호
․상한액 :
․하한액 :

108,300엔
58,750엔
54,150엔
29,380엔

한 국
-노동부 장관 고시(2002. 9)
․상시간병급여 : 31,900원
․수시간병급여 : 21,270원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거
나 간병급여액에 미달한 경
우 지급 안하지 않거나 실
제 지출된 간병비만 지급

되며 개호보조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변화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의 시중 개호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일본의 개호보상급부는 상시개호 및 수시개호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
고 있다.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는 개호비용으로 지출된 액수(10만
8,300엔을 넘을 때에는 10만 8,300엔)가 지급된다. 단, 친족 등의 개호를
받고 있는 자로 개호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지출액이 5
만 8,750엔을 밑도는 경우는 일률 5만 8,750엔이 지급된다.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 개호비용으로 지출된 액수(5만 4,150엔을 넘을
때에는, 5만 4,150엔)가 지급된다. 단, 친족 등의 개호를 받고 있는 자로
개호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지출액이 2만9,380엔을 밑도
는 경우는 일률 2만 ,380엔이 지급된다(규칙제18조3의4).
다. 시사점
우리나라의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
다(제42조의 3). 간병급여 지급대상은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으로 나눌
수 있다. 간병급여의 상시간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로서 상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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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7급 이상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이다. 수시간병 대상자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상시간병 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이며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
는 제외한다. 그리고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
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이다. 한편 상시간병 대상 중 동시에 다른 부위
에 장해등급 제8급 이하의 장해가 있는 자의 경우는 수시간병에 해당되
어 일본의 개호급부와 거의 유사하다.
우리나라 간병급여의 지급수준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
다. 상시간병급여는 1일 31,900원, 수시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의 2/3
에 해당하는 금액인 21,270원이다.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
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재요양
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다.
독일을 비롯한 워싱턴주의 간병급여는 영구적 완전장해가 예상되어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급수준은 치료종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
일하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요양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
다가 치료가 종결되면 간병급여로 전환되어 지급되는데 간병료와 간병
급여의 지급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간병료는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영향
을 받지 않고 간병인이 누구냐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지만,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 요양중의 간병료와 치료종결후의 상시간
병료의 금액이 동일하지만 수시간병이 될 경우에는 1/3이 차감되어 수
시간병을 요하는 경우에는 요양중의 간병료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장기요
양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요양중의
간병료보다 간병급여의 지급수준이 훨씬 높다. 요양기간 중 가족 또는
친구가 간병을 하는 경우의 간병료는 일당 3,610∼3,930엔이지만 24시간
간병을 요하는 수시간병의 경우 최소 58,750엔, 상시간병의 경우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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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0엔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워싱턴주와 같이 요양
중의 간병을 간병인 사용을 억제하거나 일본과 같이 요양중의 간병은
인정하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일정하여 요양중의 간병이 대체수입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간병료와 간병급여의 차등화를 통해 간병료 지급으로 인한 부작
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6. 기타급여
산재보험에서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담보할 것인가는 산재보험제
도가 근로자의 생활보장 확충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의 중
요한 척도가 된다.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에 대하여 국가별로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는 급여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보험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거
나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근로
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보험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대불하는 제도이다
(제46조 제1항, 제47조). 이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 및 유족에게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이외에 소정의 특별급여를
지급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극소화하여 손해배
상문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치료 및 휴업보
상에 관한 직접손해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부가적으
로 소요되는 비용도 지급한다. 재활기간중 의료기관 및 직업재활센터를
방문하는 동안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비, 개호비용, 화물운임 등이 지
급되며, 사회교육/심리적 전문상담비용이 지급된다(제43조). 또한 의료
재활이나 직업재활에 참여함으로써 가사노동을 할 수 없으면서 12세미
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자녀당 매
월 130유로를 지급한다(제54조). 또한 중증장해인의 경우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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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차량의 특수시설 장치와 특수운전면허 획득비용
(제40조), 직장의 특수시설 설치․이사비용(제41조)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재보험급여의 범위를 사회복귀의 차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집밖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식장
까지의 수송비를 추가로 부담한다(제64조 제2항)
워싱턴주에서도 의료기관 및 직업재활기관 등 재활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가 지급되며, 중증장해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거특수시설 개조비용과 절단 및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개조비용을 지급한다. 주거시설의 개조비용은 1년 동안 주의 연
평균임금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또한 자동차 개조비
용은 주의 연평균임금의 50%까지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5,000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다(51.36.020).
또한 산재보험이 손해보험의 유형으로서 대인보상을 중심으로 보상
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워싱턴주에 있어서는 업무
상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안전보호구 및 개인의 재물손실에 대해서도 산
재보험의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대물보상까지 산재보험제도를
확대하고 있다(51.32.260).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하는 건강진단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뇌혈관질환 및 심
장질환의 발생에 관련한 고혈압, 고혈당의 이상소견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을 경우 뇌혈관 및 심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
는 2차건강진단 및 그 결과에 근거한 보건지도를 받을 수 있는 2차건강
진단 등의 급여가 있어 각국가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부의 내용
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치료와 소득보장에 관한 통상
의 급여의 종류 이외에는 기타 급여로서 지급되는 예가 거의 없어 근로
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험의 전반적인 급부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
는 다양한 급여를 마련하여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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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험급여처리절차

1. 요양급여
가. 근로자의 급여청구권과 사업주와의 관계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청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독일, 일본,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사고신고의 1차적인 책
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의 산재신고에 의해서 근로자의 요양신청
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사업주의 산재신고와 무관
하게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각국가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
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이 부분에서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독일은 사업주의 산재
신고와 근로자의 요양신청 절차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3일 이상 업무
를 할 수 없는 경우에 3일 이내에 산재보험조합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
다. 사망사고, 대형사고 및 심각한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지
체없이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조합에게 보고해야 한다. 독일의 사업장내
에는 공장의사가 배치되어 있어 사업주를 대행하여 신고를 대행해 주기
도 한다. 이때 사업주나 공장의사는 해당 지역의 산재관리의사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여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이때 요양신청의 주체는 근로
자에게 있지만 별도의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
다. 요양급여 청구를 대신하여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보고
서는 산재관리의사가 기록하여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조합에 제출한다.
따라서 의사가 작성한 사고보고서 제출은 사업주의 산재신고와 관계없
이 신고가 누락되어도 근로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이 보호되고 있다. 이때
사업주가 사망 또는 중대재해를 제외한 산재발생 신고를 누락하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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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워싱턴주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산재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보험급여 청구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특징적인 것은 사고보고서
가 근로자용, 의사용, 사업주용이 별도고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는 병원
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근로자용을 작성하여 의사에게 제출하면 의사는
의사용을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하게 된다. 의사는 사업주용 사고
신고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신청이
이루어진다. 업무상 재해임을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산재발생의 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즉 사업주는 근
로자나 사외근로자(파견이나 하청근로자)가 취업 중 또는 사업장내 혹
은 그 부속건물 내에서 산재를 당하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노동안전위생규칙(노동성령 제32호) 제97조에서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재해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사상병보고서를 지체없이, 4일
미만은 3개월분(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을 관할감독
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 제100조 제1
항은 사업주 등에게 후생노동성령에 의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이 될 때 산재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의 산재발생 신고의무와
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갈음하여 사업주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표 5-28> 사업주의 신고의무와 근로자의 급여청구권의 관계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사업주 신고의
무와 근로자 급 별개
여청구권

별개

별개

별개이나 사업주의 산재신
고는 근로자의 급여청구권
에 갈음

보험급여청구권
근로자
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청구서 제출자 의사(주치의) 의사(주치의) 의사(주치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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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 차
독일은 근로자를 최초로 치료한 의사(주치의)가 환자의 치료를 시행
한 즉시 재해관련사항, 진단결과, 작업불능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사고
신고서(서식 1 참조)를 작성하여 산재보험조합에 제출한다.105) 일반 병
원(클리닉)의 의사는 근로자의 상태가 산재로 의심되면 그 지역의 산재
관리의사(D-Arzt)에게 의뢰한다. 또한 특별치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H의사나 D-의사 등 산재관리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사가
H-의사보고서(서식 3 참조)와 D-의사보고서(서식 4-1∼서식 4-3 참
조106))를 작성하여 산재보험조합에 제출하는데 이들 보고서에는 재해
관련사항, 진단결과, 작업불능상태, 치료형태(일반치료, 특별치료, 계속
치료)에 대한 의견 등을 의사가 기록하게 된다. 산재관리의사는 환자의
진찰 및 면담을 통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조합
에 제출한다. 산재보험조합은 사고보고서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사고발생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산재사
고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통보하게 된다. 물론 사
업주도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통근재해로 3일 이상 업무불능상태에 있거
나 사망을 한 경우 자세한 사고경위, 근로자의 고용 및 업무 관련사항에
대한 사고신고서(서식 2 참조)를 작성하여 산재보험조합에 제출하게 된
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병이 의심될 경우 직업병 의혹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서(서식 5 참조)를 작성하여 산재보험조합에 제출한다. 산재보험조
합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상병의 업무기인성을 판단하여 승인을 내리
게 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산재여부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확인과 처리업무는 산재보험조합에서 담당하고 사업주가 개입할 여지
105) 산재환자가 D-의사 면접의무에 해당하거나 H-의사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는 생략된다.
106) D-의사는 환자의 진찰을 끝낸 즉시 산재보험조합에 D-의사 보고서(서식 4-1
참조)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주치의에게도 보고서의 사본(서식 4-2 참조)
을 보낸다. 만일 환자가 법정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라면 D-의사 보고서(서식
4-3 참조)를 해당 의료보험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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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고보고서를 산재보험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산재관리의사에 가고, 산재보험조합은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드물게 사업주의 의견
과 근로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진술을 토대로
확인하여 산재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가 아닌 산재보
험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의 고의로 판단되는 경
우일지라도 산재보험조합이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한다. 개별 산재보험
조합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고 후 사고경감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
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사고예방규정에 명기되어 있음). 이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화로 일단 바로 산재보험조
합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산재보험조합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산재사고
에 대한 조합별 책임 문제는 사고 후 14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직업병과는 달리 산재사고는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복잡하
지 않고 이에 따른 분쟁이 많지 않은 편이다. 즉 산재사고는 입증하기가
직업병보다 용이하여 산재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근로자와 산재보험조
합간 갈등문제가 적은 편이며 출퇴근 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근로자가 진료받고 있는 병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재관
리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특별한 행정절차는 필요 없다. 그
러나 근로자의 상태가 중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조합에서 특정 병원을 지
정하여 병원을 변경할 수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근로자와 그를 진찰한 의사가 사고보고서의 근로자
란과 의사란을 각각 작성한 후 의사가 이 두 부분을 취합하여 노동산업
부에 제출한다. 이때 의사는 사고보고서의 사업주란을 사업주에게 발송
하고 사업주는 이를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한다.107) 노동산업부는
사고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지나 전화를 통해 근로자에게 클레임 접수 통
지를 하며 사업주에게도 청구 접수를 알리고 사고보고서의 사업주란을
작성하여 보낼 것을 안내하는 청구 접수의 사업주 고지서(서식 17 참조)
를 작성하여 보낸다. 노동산업부는 근로자/의사가 작성한 부분과 사업
주가 작성한 부분을 모두 참고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
107) 감독의 사고보고서(서식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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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반복적인 외상질문지(서식 18 참조)
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동일한 신체부위에 반복적인 외상이나 질병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직업병의
누적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전의 근무경력부터 최근의 근무경력까지를
모두 기록하는 직업병업무경력양식(서식 19 참조)을 작성하여 노동산업
부에 보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급여청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
업주를 지목하거나 이러한 지목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의
조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직업병 급여청구에 대한 사업주용 양식(서식
20 참조)을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한다.
또한 주치의가 다른 의사에게 근로자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의
뢰카드(서식 21 참조)를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하며, 근로자의 의
료적 문제나 120일 상담, 종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사에게 상담
을 요청할 경우 상담의뢰양식(서식 22 참조)을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한다.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청구 요청양식(서식 23 참
조)의 청구종료 후의 의학적 상태, 치료의 종류, 고용관련 사항 등 근로
자란을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한다. 이때 근로자의 주치의는 재청
구 요청양식의 의사정보란에 청구종료 후 근로자의 증상이 악화되었음
을 증명하여 이를 근로자의 양식과는 별도로 노동산업부에 제출한다.
일본은 근로자가 산재지정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요양급부청구
서(서식 39 참조)에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지정병원 위치, 상병상태 등
근로자란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 병원(의사)에 제출하고 병
원은 요양급부청구서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근로자가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한 경우 근로자는 치료를
받은 병원(의사)에 진료비를 지불한 후 요양급부청구서의 근로자란을
작성하여 병원(의사)의 증명과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 노동기준감독서에
직접 제출한다. 노동기준감독서는 근로자에게 지급결정을 통지하고 승
인이 이루어진 경우 요양에 필요한 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가 지정병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정병원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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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요양급여 처리절차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의사진료→산재관리 의료진료→근로자/의 의사진료→요양급부 의사진료→요양급여
의사(D-Arzt/H-Arzt) 사 작성→사업주란 청구서 근로자란 작 신청서 근로자란 작
의 사고보고서 작성 작성(의사가 보냄)→ 성→사업주란 작성→ 성→사업주란 작성→
→의사가 제출→승인 의사가 제출/사업주 의사 작성→의사가 의사 작성․날인→근
가 제출→승인
제출→승인
로자가 제출→승인

(서식 40 참조)에 변경 전․후 병원명, 변경사유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 변경 후 병원(의사)에 제출하면 변경 후 병원
이 이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다. 시사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제반 절차는 일본의 것과 유사함에도 절차상
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과정상의
문제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재발생 신고의무의 1차
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재발생한 날로부터 1월 내에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서는 보험 가입자는 보험
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
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산재신고의 편의성을 위해서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사고신고 의무를 갈음하고 있다. 이
는 사업주의 산재신고의무가 근로자에게 전이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 사업주가 산재사고의 확인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
인 없이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는 예외조항은 있다.
보험급여청구권를 위한 첫 단계로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의 주체인 근
로자는 요양급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확인과 의료기관
의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보험급여의 청구서나 신청서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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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근로계약관계, 재해발생상황, 임금관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
며 상병관계, 요양상황, 장해 정도,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의사의 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근로자, 사업주, 의사마다 별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법정서식인 보험급여청구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
주와 의사에게 해당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토록 요청하고 날인하도록 되
어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
은 후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
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요양신청서(서식 51 참조)의
재해원인, 재해발생상황, 재해발생형태 등 근로자란을 작성한 후 사업주
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상해부위, 상해종류, 처방내용, 치료예상기간 등
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단은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문의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승인을 하
고 근로자, 의료기관 그리고 사업주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요양을 연기하기 위해서도 근로자가 요양연기
신청서(서식 52 참조)의 요양연기신청기간 등 근로자란을 작성한 후 요
양연기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 및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공
단은 근로자의 요양연기신청을 접수하면 확인 및 결재를 한 후, 자문의
의 소견을 받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요양
연기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로 인하여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
도 최초요양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요양신청서(서식 51 참조)의
근로자란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을 받고 재요양 필요성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자문의 또는 주치의의 의
견 등을 참조하여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요양과 관련된
절차상 별도의 행정서식이 작성되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와 별반 차이
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절차과정에서 근로자가 해야 할 몫이
크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요양급부신청란에는 사업주
의 확인과 의사의 확인란이 있다. 사업주 확인의 의미는 근로자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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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하여 사업주가 확인하는 난으로 사업장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주의 성명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확인하는 난이다.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이 있는 요양신청서를 지정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제출하면 의사는 노동기준감독서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확인으로 사업주
와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보험급여청구권의 첫단계인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감당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히 인정하는 산업재해라면
절차상의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되어 갈수록
신종 직업병 등 산재인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
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100조에서 사업주는 근
로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증명을 요구한 때에는 증명하여야 하며
적극 조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도움을
주어야 하고, 사업주의 행방불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의 증명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원무과
직원이나 공단 직원이 요양신청의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 업무상 재
해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리인(노무사)을 통해 작성되어 공
단에 제출되고 있어 보험급여 신청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법의 제정 취지는 사업주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송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그들의 보상을 확실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
법 취지를 살려 독일과 워싱턴주와 같이 근로자의 급여청구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급여청구서 작성 및 사업주의 사고신고는 개별화하고, 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요양과 관련한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전원신청, 요양연기신청 등) 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수행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중재자로서 의사가 대리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단과 계약을 통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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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이 지정되므로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근로자 보호와 공공기
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지정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야 것이다.

2. 휴업급여
가. 절 차
독일에서는 산재보험조합이 사업주(또는 의료보험조합)로부터 휴업
급여 관련 자료를 받아 휴업급여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 근로
자에게 통지한다(서식 6 참조). 휴업급여의 지급업무는 의료보험조합에
위탁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중 사
회보장기금, 질병수당 등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이후에
산재보험조합과 사후 정산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의사가 사고보고서에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다고 기
록하여 보내면(51.32.090), 노동산업부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
로자에게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수표를 우편으로 지급한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는 휴업(보상)급부 지급청구서(서식 41 참조)의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 근로자란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과 의사의
진료확인을 받아 이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이때 근로자는 요양
기간 및 휴업기간을 확인하는 별지(서식 42 참조)를 첨부한다. 노동기
<표 5-30> 휴업급여 처리절차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건강보험조합이 사 의사/사업주/근로
근로자가 휴업급여신청서작
근로자는 휴업금
회보장기금을 공제 자용 사고보고서
성, 사업주 날인후 공단에
부지급청구서를
한 금액을 근로자 가 제출되면 노
제출→공단은 결정․통보
작성하고 사업주
에게 지급하고 산 동산업부에서 14
․1회분 이외의 휴업급여신
의 날인 및 의사
재보험조합과 사후 일내 지급
청은 사업장 관할 지사장
진료 확인을 거
정산
또는 의료기관 관할 지사
친 후 노동기준
장 중 청구서를 접수받은
감독서에 제출
지사장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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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감독서는 이에 대해 조사․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급결정을 한 뒤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휴업(보상)급부를 지급한다. 제2회 청구분부
터는 휴업(보상)급부청구서에 사업주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휴업급여신청서(서식 53 참조)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휴업기간중 요양 및 취업사실 확인, 평균임금 산정내역 등 근
로자란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제2회 청구분부터는 휴업급
여청구서에 사업주의 날인 생략)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
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접수하면 평균임금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처럼 휴업급여신청을 위해서 사업
주의 확인을 거친 휴업급여신청서의 내역상의 평균임금은 다시 공단에
의해 확인하는 이중적인 과정을 거친다. 실제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에 관한 별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계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과 워싱턴주의 경우와 같이 휴업급여
의 청구는 근로자의 상태가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요양급여청구
를 통해 의사가 증명하는 것으로 대치할 필요가 있고, 평균임금 산정 및
휴업일수 등 휴업급여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의 통지의무를 규정
함으로써 근로자가 휴업급여 청구를 위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장해급여
가. 절 차
독일은 근로자가 장해급여(연금)신청서(서식 7 참조)를 작성하여 산
재보험조합에 제출하거나 주치의가 장해(연금)소견서를 산재보험조합
에 제출하면 산재보험조합은 연금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바탕으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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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 등에 대한 총보상급여통지서(서식 8 참조)를
근로자에게 발송한다. 단,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40% 미만이고 상태가
현저하게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장해급여
일시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상병이 직업병인정목록에 포
함되지 않아 직업병인정여부심사를 한 경우 산재보험조합은 심사결과
를 근로자에게 알린다. 이때 근로자의 상병이 직업병과 같은 질환으로
인정되고 취업능력이 20% 이상 감소하였다면 산재보험조합은 (장해)연
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직업병과 같은 질환으로 인정․무기한 (장해)연
금지급 결정통지서(서식 9 참조)를 발송하여 연금지급 이유와 연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린다.
워싱턴주에서는 주치의가 근로자에게 영구적인 손상이 있다고 생각
하는 이유가 있을 때 이를 노동산업부에 통보한다. 노동산업부는 주치
의 또는 의료평가의사(IME)108)가 장해분류표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장
해능력을 평가하고 직업능력 평가를 시행토록 하여 그 결과를 노동산업
부에 제출하면 장해율을 결정하는데, 장해율 결정권은 노동산업부에 있
다. 근로자는 직업재활 및 의료평가에 의해 근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
명되면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다. 단,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
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자격신고서(서식 24 참조)에 변경사항을 기재하
여 노동산업부에 알려야 한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는 장해(보상)급부지급청구서(서식 43 참조)의 재
해관련사항, 평균임금, 지급받고 있는 타보험의 연금종류 등 근로자란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과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
서에 제출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노동기준감독서의 담당자가 근로자
의 장해등급 및 지급결정을 내리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데,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후생노동성이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장해등급 판정
에 따른 장해(보상)급부를 입금한다.
만일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해
보상연금 전불일시금청구서(서식 44 참조)에 원하는 급부일수를 표시
108) 의료평가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Approved IME Examiner 지원서(서식 33 참
조)를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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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장해급여 처리절차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주치의가 장해소 주치의 또는 의료평 주치의 진단서 작성 근로자가 작성한 장해보
견서를 작성하여 가의사가 장해분류표 및 사업주 확인을 득 상청구서와 주치의가 작
조합에 제출→조 에 의해 신체장해능 한 장해보상청구서를 성한 장해진단서 공단에
합의 연금위원회 력 평가 및 직업능력 의사가 근로기준감독 제출→장해측정심사(공단
에서 결정
평가를 시행하여 노 서에 제출→ 근로기준 자문의사)→장해등급결정
동산업부에 제출→장 감독서 담당자가 해당 →공단은 지급여부, 지급
해율 결정
등급 결정
내용 통지(연금의 경우
연금증서 교부)

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근로
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지급청구서(서식 45 참조)에 사망 근로자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청구서(서식 54 참조)의 평균임금,
완치일, 장해급여 수급방법 등 근로자란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을
받고 현재 장해상태와 향후 장해상태를 평가한 의사의 장해진단서를 첨
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근로자의 장해보상청구서를 접수하면
잔존장해와 요양승인된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치유일, 기존 장해 존재
여부, 동일 장해부위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문의로 하여금 장해진단서, 방사선사진 등 필요한 자
료를 토대로 근로자를 직접 면담하여 장해상태를 심사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이처럼 다른 급여청구와 같이 장해급여청구권도 근로자가 별
도의 서식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과 워싱턴주의 경우
에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사의 장해평가, 즉 장해진단서만으
로도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장해급여의 경우에도 근로자청구권을
별도 규정하지 말고 의사의 장해평가 소견을 통해 자동 발생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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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병보상연금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상병이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호전
되지 않을 경우 노동기준감독서는 근로자에게 상병의 상태 등에 관한
신고서(서식 46 참조)를 제출하도록 연락한다. 근로자는 이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상병의 상태 등에 관한 신고서에 부상일, 요양개시일, 타연금
수급 여부 등을 기재하고 상병상태의 입증에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우리나라의 폐질등급의 결정은 폐질상태 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
해등급결정기준으로 한다(규칙 제43조).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 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
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한다. 폐질등급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4일이
내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서식 55 참조)의 평균임금, 상병명, 미취업기간, 연금청구기간 등 근로
자란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을 받고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
사의 진단서 및 날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상병보상연
금청구서를 접수하면 폐질상태를 확인하여 폐질등급을 결정한 후 근로
자에게 서면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

<표 5-32> 상병보상연금 처리절차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상병상태에 관한 청구서를 작 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청구서(폐
성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

-

하여 의사가 근로기준감독서 진단서 첨부)를 작성하고 사업주
에 제출
의 날인 후 공단에 제출→의료기
관 관할 지사장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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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의 상병보상연금 신청과정은 일본과 다르게 근로자
와 사업주가 관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장해
등급 1급3호, 1급4호, 2급2호의 2, 2급2호의 3, 노동복지사업에서 개호료
를 수급 받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폐질상태
를 증명하는 것은 의사이고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단서의 첨
부 없이도 사실관계가 증명되므로 불필요한 청구절차상의 관행은 과감
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5. 유족급여
가. 절 차
독일의 경우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피부양 자녀, 피부양 부모 등이 유
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산재보험조합은 연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우
자연금지급통지서(서식 10-1∼서식 10-3 참조109)), 자녀연금지급통지
서(서식 11 참조), 부모연금지급통지서(서식 12 참조)를 각각 발송한다.
이들 연금지급통지서에는 연금지급기간과 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고
지한다. 만약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유족에게 연금 대신 일회성 원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산재보험조합은 원조금액을 고지한 유족일시금 지급 통지서 및 유족연
금 거부 통지서(서식 13 참조)를 유족에게 발송한다. 장의비/장지로의
운송비용의 경우 실제 장례비용을 부담한 자가 소요된 장례비용을 산재
보험조합에 유선으로 고지하면 산재보험조합은 배우자연금 지급 통지
서나 장의비/장지로의 운송비/장례비용 보상금 통지서(서식 14 참조)에
실지급액을 고지하여 발송하고 청구자의 통장에 입금이 이루어진다.
워싱턴주에서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유족은 연금청구서를 작

109) 배우자연금 지급 통지서는 배우자의 연령과 취업능력에 따라 45세 미만 배우
자연금 및 장의비 통지서(서식 10-1 참조), 45세 이상 배우자연금 및 장의비
통지서(서식 10-2 참조), 45세 이상 배우자연금 및 장의비(취업능력감소연금)
통지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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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후 의사의 사망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한다.
이때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배우자․자녀에 의한 연금청구
서(서식 25 참조)를 작성하는데, 배우자는 사망근로자와의 결혼상태, 국
적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피부양자녀를 열거한다. 이때 18∼23세의 자
녀가 학교에 전일제로 등록하여 연금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 이를 증명
하는 학교등록 증명서(서식 26 참조)를 매분기 마다 제출해야 한다. 배
우자․자녀 이외의 유족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에 의한 연금청구서(서식
27 참조)를 작성하는데, 사망근로자와의 관계, 피부양 사유, 재산, 소득,
국적 등에 관한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노동산업부는 유족연금청구서를
접수하면 주치의나 검시관 또는 장의사에 의한 사망보고와 기타 필요한
증거들을 요구하고 입수하여 승인을 한다. 이후 유족은 연금수급에 영
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자격신고서(서식 24 참조)에 변경사항
을 기재하여 노동산업부에 알려야 한다.
이상의 산재보상청구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유족 및 회사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고지양식(서식 28 참조) 또는 기업항소고지양식(서
식 29 참조)을 이용하여 노동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유족(보상)급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보상)연금지급청구서(서식 47 참조) 또는 유족
(보상)일시금지급청구서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이때 유족은 유
족(보상)급부신청서의 재해관련사항, 근로자의 사망일, 평균임금 등 근
로자관련 부분과 타사회보험에서의 연금수급 여부, 관련 유족의 열거
등 유족관련 부분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과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노동기준감독서는 이러한 청구를
접수하면 노동본성에 보고를 하고 지급결정을 내린 후 이를 유족에게
통지한다. 지급결정이 난 경우 노동본성은 유족의 은행계좌에 유족(보
상)급부를 입금한다.
또한 장제료(장제급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유족은 장제료청구서(서식
48 참조) 또는 장제급부청구서의 재해관련사항, 근로자의 사망일 등 근
로자관련 부분 및 유족관련 부분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과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노동기준감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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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 유족급여 처리절차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유족연금신청서→ 유족연금신청서→ 유족보상청구서→사 유족보상청구서→사업주 확
산재보험조합 제출 노동산업부 제출→ 업주 확인→근로기준 인→공단에 제출→결정․통
→결정․통지서 발 결정․통보
감독서 제출→결정․ 보(연금의 경우 연금증서
송
통보
교부)

이러한 청구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리고 이를 유족에게 통지한 후 유족
에게 장제료(장제급부)를 지급한다.
만일 산재보험의 보험급부와 특별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
가 사망하여 미지급된 급부가 있을 경우 유족은 미지급보험급부지급청
구서(서식 49 참조)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신청하기 위하여 업무상 사유
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서식 56 참조)를
공단에 제출한다. 이때 유족은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의 사망근로자의
재해발생 및 평균임금에 관한 사항과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신상, 수급
방법, 장제실행확인 등 유족관련 부분을 작성한 후 사업주의 날인을 받
아 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유족의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접수하
면 사체검안서 또는 수사기록 조회 등 전문기관의 결과를 확인하고 유
족보상급여 수급권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평균임금 등 사실확인 절
차를 거친 후 승인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유족에게 발송한다.
유족급여 청구과정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업주가 관여한다. 유족급여
의 경우에도 사업주 확인의 의미가 불충분한데, 사망의 원인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것이고 평균임금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통지의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확인은 불필요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산재보험 급여유형별 비교 및 시사점 345

6. 간병급여
가. 절 차
독일은 근로자가 간병급여를 청구한 경우 산재보험조합은 연금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간병급여통지서
(서식 15 참조)를 근로자에게 발송한다.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재
가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산재보험조합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
다.110) 지급결정이 난 경우 실제 개호를 행한 자가 산재보험조합에 유
선으로 확인을 하면 산재보험조합에서 그에게 개호료를 현금으로 지급
한다. 근로자가 개호시설에 있는 경우, 개호시설이 산재보험조합에 유선
으로 확인을 하면 산재보험조합에서 개호시설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워싱턴주에서는 개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노동산업부에 제출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개호료가 지급된다.
일본에서 개호(보상)급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개호(보상)급
부지급청구서(서식 50 참조)에 개호일수, 개호비용, 개호인 등을 기재하
여 개호인의 날인과 의사의 진단서(2회째부터는 생략함)를 첨부하여 노
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이때 자신의 비용을 지출해서 개호를 받은
날이 있을 경우에는 ‘개호에 의한 비용증명서’를 첨부한다. 노동기준감
독서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리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다.
<표 5-34> 간병급여 처리절차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의사의 보고에 따 -의사는 의사소견서 및 -개호급부신청서 작성하여 근로자가 간병급여청구서
라 산재보험 직원 기관용 청구서를 의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를 공단에 제출→장해보
이 유선 또는 방 가 작성하여 노동산업 -의사진단서(2회째부터 상연금을 지급결정한 지
생략)
문으로 확인
부에 제출
사장이 처리
-개호에 의한 비용액 증
명서
110) 업무상 재해(산재)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반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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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우리나라는 치유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가 간병급여를 신청하
기 위해서는 간병급여청구서(서식 57 참조)에 간병인 인적사항과 간병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후 근로자의 기존질병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간병급여청구서를
접수하면 간병급여 대상의 확인, 보호시설 등의 입소 여부, 장해상태변
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간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서
면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 간병급여청구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결정한 지사장이 처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도
록 하고 있다. 간병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장해부위 및 상태와
일상생활의 상태를 기록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의사의 판
단에 따라 장해평가가 이루어지고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간병의 필요
성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가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함
으로써 근로자가 절차상에 관여되는 부분은 없으며 절차에 따라 보험자
에게 통지를 받고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우에도 폐질
등급은 노동기준감독서의 직권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내용상 근
로자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료 및 간병급여를 각각 청구하고 이에 필요한 내용을 반
복하여 작성하게 된다. 동일한 현상을 놓고 발생하는 이중적인 절차는
과감히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7. 급여청구와 의료공급자
가. 의료공급자
독일은 사회법전 제5권 제107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재활시설에서 진
료를 받을 수 있다(제33조2항). 의료기관 및 재활시설중에는 산재보험
조합이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의료기관인 재해전문병원과 일반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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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재정을 지원하여 산재환자의 진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한 시설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의 유형은 급성기 재해전문병원을
비롯하여 의료재활시설을 갖춘 급성기후 치료기관, 장기요양시설(요양
원), 가정간호사업소 등 다양한 의료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4조 제3항). 근로자의 의
료기관 선택은 경미한 부상이나 휴업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1주일 이
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재보험조합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이 이용이 자유롭다. 그러나 중대재해로 인하여 특별
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도록
하고(제33조 제3항), 중증정도에 따라 요양진료를 위한 특별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지정병원은 재해전문병원과 재활전
문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두개골-뇌 및 말초신경계 손상 전문병원
과 이에 대한 재활병원, 근골격계 손상 전문병원과 이에 대한 재활병원,
수지접합전문병원, 중환자입원 특별치료병원 등이 있다. 전문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조합이 요구하는 진료과목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일본은 노동복지사업단이 설립한 산재병원과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
이 지정한 병원, 진료소, 약국 또는 방문간호사업자에게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규칙 제11조). 의료서비스가 다원화되어 있는 워싱턴
주에서는 노동산업부와 의료기관 및 재활센터, 청각학, 물리치료, 직업
병치료, 약학, 인공삽입물시술, 보조기구 기능회복훈련, 심리학, 간호학,
내과, 정형외과보조, 마사지 등의 practitioner와 가정간호센터 등과 계
약을 통해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51.36.050). 또한 클리닉(의
원)의 의사 및 간호사인 전문의료인뿐 아니라 자연요법에 해당하는 비
의료인에게도 노동산업부의 승인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독일의 산재보험 의료제공자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점은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제도 외에 수지접합전문의사(Hand-Arzt), 산재관리의사
(Durchgansgarzt)와 H-의사(H-Arzt)제도가 있다. 수지접합전문의제도
는 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개업의사이거나 병
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산재보험조합에서 요구하는 보조인력 및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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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갖추어야 한다. 산재관리의사의 Durchgansg은 ‘통과’의 의미로서
산재관리의사가 산재환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 및 치료
를 할 수 있도록(입․통원 결정, 특수치료의 필요성 등) 환자를 배치하
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재보험조합이 요구하는 환자상태의 보고서 및
소견서 작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두상외상, 무릎부상, 중대화상, 전류
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추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재보험조합에 제출
해야 한다. 이러한 산재관리의사를 통해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병원
에 입원한 경우가 아닌 외래 산재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다. 산재관리의사는 외과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8세 미만으로
개업의나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근무하는 의사로서 직업재활과 사
회재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산재관리의사로서
필요한 계속적인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산재의료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산재의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업무불능
이 예상(휴업급여 대상)되거나 1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의사나 H-의사는 산재관리의사(D-Arzt)에게 환자를 보내야 하며
산재관리의사는 자신이 치료할 것인지 특수병원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H-의사의 H는 별 다른 의미없이 붙여진 이니셜로서 일반 개업면허
를 취득한 후 산재관리의사가 있는 병원이나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활
동한 경험이 있으면 된다. 이들은 산재보험조합에서 요구하는 문서 및
보고서, 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산재관리의사와 같이 환자를 배치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진료
할 수 없다. H-의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조합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시
설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산재로 업무불능이 발생하지 않거
나 1주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의사나 H-의사가 진료할
수 있다.
산재관리의사나 H-의사와 같이 근로자의 요양치료에 참여하는 의사
는 산재보험조합에 근로자의 치료 및 상태에 관한 자료, 신상에 관한 다
른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의사의 경
우에도 산재보험조합에서 환자상태를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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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제203조) 근로자가 자신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의료
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진단명이 변경되거나, 가정간호사가 필요한 경우,
요양종결, 근로자가 요양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조합에 즉
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계약 제16조).
<표 5-35> 의료공급자 유형 및 특성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재해전문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급성기후 치료기관(의료 -재활센터
-진료소
-약국
재활)
-클리닉
-약국
-보건소
유
-장기요양시설(요양원) -약국
-방문간호사업자
형
-클리닉(의원)
-가정간호센터
-가정간호센터
-비면허시술자 중 노동산업
부가 인정한 자 및 기관
-산재보험조합 직접투자 -노동산업부 지정 의료기관 -노동복지사업단 -공단설립 의료
의료기관
-physician : 처치수술, 정형 이 설립한 의료 기관
-산재보험조합 재정지원 외과 치료 및 수술
기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practitioner : 청각학, 물리치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특
-산재보험조합 지정의료 료, 직업병치료, 약학, 인공 의료기관
성
기관
삽입물시술, 보조기구 기능
-계약의사(DA/HA)
회복훈련, 심리학, 간호학,
-일반의사
내과, 정형외과보조, 마사지
치료 등
-근로자 선택
․일반의사 및 HA: 경미
한 부상, 휴업급여를 받
지 않는 자, 1주일 미만
의
의 치료
료
․DA: 업무불능 및 1주일
기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 -근로자
관
우
선
-중대재해는 전문병원 입
택
원(DA 및 조합에서 결
정)
-DA/HA: 조합에 신고 없
이 우선치료 가능

-근로자

-근로자

350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나. 시사점
산재보험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공단
이 설치한 보험시설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소가 이에
해당하며 급성기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의
료기관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
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요구되지 않으며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소에 해당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은 급성기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환자의 특성에
알맞은 기관을 선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급성기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
의 경우에도 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불필요한 요양급여
지급을 초래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독일과 워싱턴주의 경우처럼 지정
의료기관을 선정할 경우 각 의료기관마다 특화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ILO의 협약에서도 요양의 형태를 다
양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지시설형태의 재활병원 및 재활원(예; 국
립재활원, 삼육재활원 등), 요양원, 가정간호사업 등 의료공급체계의 다
원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뿐 아니라 독일의 수지접합전문의사(Hand
Arzt), 산재관리의사(Durchgansgarzt)와 H-의사(HArzt)제도의 경우와
같이 산재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의사를 통한 환자의 진
료 및 전달체계 확립하고 있어 지정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요양관리체계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재요양관리체계를 개선하
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8. 의료수가체계
가. 의료수가의 결정
의료기관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현물
급여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의료기관은 보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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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6> 산재보험 의료수가체계
독 일

워싱턴주

-산재보험조합과 의 -워싱턴주 의료수가
사협회․병원협회 (PBRVs) / DRG
와 계약한 산재보
험수가 적용

일 본

한 국

-일본의사회 등와 협 -노동부 장관이 고
의․검토 후 후생 시한 산재보험요양
노동성에서 산재보 비산정기준
험수가 고시

비스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진료비 정산이 이루어진다. 산재
보험 요양급여 범위는 그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
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유형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지급수준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그 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수가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별도의 특정 의
료수가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일반국민의 의료보장수준보다 많은 부분
을 보장해 주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수가 결정방식이 각국가마다 차이
가 있는데, 독일은 의사의 보수 및 진료비의 종류와 정산에 관하여 산업
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협회, 사고보험 독일연
맹, 의료보험독일연맹이 의료제공자인 의사 및 병원단체와의 계약을 통
해 결정한다. 일본에서는 의사 및 병원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에 후생노
동대신이 산재보험수가를 고시한다.
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 의료수가체계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할 때
의료제공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하지 않은 수가결정방식은 결과적으로 진료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원상회복에 장해가 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대상국가들은 의료수가의 협의과정을 거쳐 근로자에게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양급여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간에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에서 수가체
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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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충분성 측면
가. 급여의 산정기초
독일의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발생일 전월부
터 12개월간의 실제임금 총액(정규노동임금과 기타 근로소득)이다. 그
기간중 부분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있으면, 나머지 취업기간
의 소득을 취업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실업기간에 적용한다. 근
로임금이나 (자영업)근로소득을 획득하던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산한
다. 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산출된 값에 30을 곱한
다. 또한 기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영업)근로소득은 근로불능 또
는 의료재활이 시작되기 직전 1년간 소득의 1/360을 기준으로 한다. 기
준소득은 근로자가 산재사고 직전 급여기간(최소한 4주 동안) 동안 받
은 봉급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정기적으로 주급
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7로 나누어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근로임금을 월
단위로 계산하거나 또는 기준소득으로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고직전 1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간주
한다.
워싱턴주는 근로행위에 의한 임금 및 부업을 포함한 세전 임금(부업
소득 인정), 의료후생비, 사업주가 제공하는 주택․식비․자동차연료비
및 이에 상응하는 보너스, 고용계약의 일부로 받는 각종 보너스, 시간외
수당, 연방소득세 납부를 위한 각종 봉사료 등 재해 당시의 근로자 총소
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가 계절적․파트타임 또는 간헐적인 직무에
종사할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산재발생 이전 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패턴을 가장 잘 대표하는 특정의 연속하는 12개월 동안 발생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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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간외 수당 및 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직업병 원인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최초로 치료를
받았을 때, 신체적 장애가 왔을 때를 비교하여 가장 우선하는 때를 기준
시점으로 한다. 연평균임금은 모든 사업주들에 의하여 보고된 전년의
총보수를 전년의 평균근로자수로 나눈 값이다. 만일 그 결과가 1달러
단위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달러 이하의 값은 버린다. 월평균임금은 연
평균임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51.08.018). 주당 평균임금은 산출
된 연평균임금을 52로 나눈 값이다. 만일 그 결과가 1달러 단위로 나타
나지 않을 경우 달러 이하의 값은 버린다. 기여목적의 연평균임금은 지
난 (연속적) 3년 동안 기여의 책임이 있는 모든 사업주에 의해 보고된
전체 보수를 3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값이다. 만일 그 결과가 1달러 단위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달러
이하의 값은 버린다(50.04.355).
일본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는 급부기초일액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노동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평균임금이란 원칙적으
로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병에 걸렸음이 확정된 날(임금마감
일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날 직전의 임금마감일)의 직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1생
활일당 임금액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총액에는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 외에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결혼수당 등 임시로 지급된
임금, 보너스 등 3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
는다. 임금이 일급, 시간급, 청부급 등인 경우에는 임금을 못 받았던 기
간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버린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임금이 일급제, 시간급제, 성과급제 등의 청부제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
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중의 노동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일용근로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의사의 진단
에 의해 병에 걸린 것이 확정된 날의 직전 1개월간에 그 사고가 발생해
서 또는 병에 걸린 사업장에 사용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에 지
불된 임금총액을 노동일수로 나눈 금액의 73%를 적용한다. 이처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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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7> 임금산정 기준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기준소득 : 근로불능 - 재해 당시 근로소득
-급부기초일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또는 의료재활이 시 ․불규칙한 임금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망의 원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작되기 직전의 1년 경우 고용이 연속적으 인인 사고가 발생한 된 임금의 총액÷그 기간
간 소득의 1/360(월 로 이루어진 특정일 기 날 또는 진단에 의해 의 총일수
단위의 경우 기준소 준으로 12개월 총소득 질병발생이 확정된 날 -통상임금
득에 30을 곱함)
에 대한 월평균임금
의 직전 3개월 동안 -직업병 근로자의 경우
․연간근로소득: 근로 - 직업병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
임금과 자영업을 통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직 금총액÷그 기간의 총 정한 평균임금과 노동
한 근로소득을 합산 업병 원인물질에 노출되 일수
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한 연간근로소득
었을 때, 최초로 치료를 -산정기초일액
임금(1년간) 중 높은 임
-직업병의 경우
받았을 때, 신체적 장애 사고발생한 날 또는 금 적용
직업병으로 직장을 가 왔을 때는 비교하여 진단확정한 날 이전의 ․소속사업장의 휴폐업,
그만두게 된 날의 가장 우선하는 때의 월 1년 동안 사업주로부 퇴직으로 평균 임금산
전날
급여
터 받은 총액÷365일
정할 수 없는 경우 휴
-일용근로자: 통상근로 폐업일 기준으로 특례
계수 적용
임금 적용
-일용근로자 : 통상근로계
수 적용

본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간 통상근로일수가 30일 중 22일로 조사되어
급부기초일액 산정시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지
급금에 산정시 적용되는 산정기초일액은 산재발생일 이전 1년간(고용
후 1년에 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 후의 기간)에 근로자가 사업
주로부터 받은 특별급여의 총액(산정기초연액)을 365로 나누어 얻은 액
수이다. 이와 같이 산정된 액수가 급부기초연액(급부기초일액의 365배
에 해당하는 액수)의 20%에 해당하는 액수 또는 150만 엔 중 낮은 쪽의
액수를 상회할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20%에 해당하는 액수 또는
150만 엔 중 낮은 쪽의 액수가 산정기초연액이 된다.
나. 시사점
우리나라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
조에 의하여 산출하는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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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
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는 통화로 지급되는 기본급, 연월차유급휴가수당
등 제법정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일․숙직수당, 장려․정근․생
산장려수당 그리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
급되는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비,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
당, 조정수당 등을 포함하며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 등이 있으나, 결혼 축하금, 조위금 등 통화나 작
업복, 주택설비 등의 현물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결혼수당, 상병수당 등
도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임금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
다 저액인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출근정지를 당한 경우, 임금이
시급․일급․성과급제에 의하여 출근정지를 당한 경우, 도급제의 경우
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3개월 사이에 결근일수가 많은 경우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
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
해진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한다(근기법시행령 제6
조 제1항).
또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다.
즉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일당이 높은 반면 연평균
통상근로일수가 짧고 고용형태나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평균임금
이 부적절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출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적정한 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제
도이다. 또한 직업병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직업병이 진단되고 요
양이 필요하게 되면 그 진단에 의하여 직업병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노동부 장관이 작
성한 월별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
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 동안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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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근로자의 사업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처럼 1년간의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과거 임금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동일사업장과 직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직업병 판정일에 따라 평균임금
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휴․폐업 후 직업병이 발견
되는 경우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목표 중의 하나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수준은 상실소
득의 실질비율을 대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의 척
도는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 때문에 입은 일생동안의 수입감소를 말한
다. 총수입은 기준임금, 비정기급, 휴가비, 상여금과 기타 보조금으로 구
성된다. 그러나 손실의 척도는 총수입과 업무관련 재해 후 수입과의 차
이이다. 순수입은 세금, 업무관련 경비, 상여금, 재해 이후 미보상금을
말한다. 보험급여에서 근로자의 상실수입의 상당부분이 복귀되어야 하
는 이유는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지 사회부조가 아니고 근로자의 현재
및 미래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급여 산정시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
과 워싱턴주에서는 급여소득 이외에 별도의 부가소득이나 현물소득까
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실질 수입에 기초한 상실수입을 보존해
주고 있다. 실손 보상에 가까운 외국의 기준 소득산정은 우리나라 보험
급여 지급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향후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국가별 세부적인 비교를 통하여 산재보험이 상실소득에 가깝게 개선되
도록 별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2. 급여의 형평성 측면
가. 최고․최저 급여한도
독일의 산재보험에서는 취업자에 대한 하한선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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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111) 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정액지
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연령에 따라서 지급된다. 즉 재해발생 시점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적연금가입자 표준소득의 60%, 15∼18세
의 경우에는 40%, 6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33%, 6세 미만은
25%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급여 상한선의 경우 95개 산재보험조합
이 상이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으나 대략 60,000마르크에서 120,000마
르크(공적연금 평균보수연액의 2∼4배)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최
고보상한도의 가장 근본적 내용은 일정소득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그 적용확대를 법령상의 방침과 조합
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초의 1884년에는 연간소득이 2,000마르크,
1911년에는 5,000마르크, 1995년에는 144,000마르크 이하의 근로자로 단
계적으로 적용확대 보호함으로써 그 소득상한액이 연간 보상소득 상한
의 근거가 되어 일정금액 이상의 근로자는 고액 보상되는 사례가 원천
적으로 방지되고 있다.
워싱턴주의 최고․최저 보상한도는 휴업급여 산정시 주당 평균임금
의 최대비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최고보상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
며 또한 최소한 특정비율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당 평균임금은 변
하기 때문에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주당 평균임금은 고용보장부에서 공
표하는 수치에 따른다. 2001년 7월 1일 현재 주당 최대보상금은 922.23
달러이고, 최대율은 주당 평균임금의 120%를 적용한다. 주당 최소보상
금은 210달러이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6.90달러이다. 휴업급여는 주법에
의해 정립된 표준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14∼15세 근로자들은 성인 최
저 임금의 85%를 지급받는다. 보상수준은 근로자가 상실한 피해 전액
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잔존 노동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한다. 신체장해로 인한 보상액의
경우 일정수준까지는 근로자의 종전 수입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
으로 평균임금보다는 낮다. 그러나 실제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일
정수준의 주급액의 형태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경우
에 따라서는 보상액이 실제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11) SGB VII 제3장; 윤조덕(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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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휴업보상급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의 급부기초일액은 연령계층별로 최고한도
액과 최저한도액을 마련하고 있다. 요양을 시작해서 1년 6개월을 경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부기초일액 및 휴업급부에 관련된 휴업
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반적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임금구
조의 실태 등에 근거하여 연령계층별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이 정해
져 있다.
이 연령계층별의 최저․최고한도액은 휴업급부기초일액 및 휴업급부
에 대해서도 지급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능력의 적
정한 평가 및 이에 근거한 보상의 실시라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비
추어, 산재발생 시점에서 근로자의 연령차에 의해 생기는 보험급부액
격차의 시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요양을 시작해서 1년 6개월을 경
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에 최고한도액이 적용되는데,
오히려 증상이 가벼운 휴업급부기초일액 및 휴업급부의 수급자에게는
최고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수급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휴업보상
급부에 대해서도 연금과 같이 연령계층별의 최저․최고한도액이 도입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보상한도제는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초과
할 경우 근로자가 재해발생전과 휴업급여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
더라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산재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도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보장하면서 급
여지급시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근로자와의 평균임금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급여
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면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급여소득이 현격한 높은 근로자에게는
최고보상한도를 정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고보상한도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본이 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제38조 제6항)는 과거 3년간의 전근로자의 임금
수준, 계층별 임금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한다112).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고보상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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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8> 최고․최저보상한도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휴업급부기초일액: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 경과하였을 때
연령․계층별 최저․최고한
-산재보험조합마다 다름 -워싱턴주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최고보
도 적용
최 업종에 따라 연소득 최고 주당 922.23 달러
-연금급부기초일액: 연령계층 상기준금액:
고 한도 96,000∼144,000DM -주당 평균임금의
별 최저․최고한도액 적용 133,070원
까지 인정
120%
(연금지급되는 최초 월부터
적용)
-산정기초일액 한도: 150만 엔
-노동능력 50% 이상 상실
자 중 더 이상 취업이 곤
란하고 어떠한 연금도 받
지 않는 경우 연금의 10%
추가지급
-주당 210달러(시간
-미성년자의 경우 최저생
최
당 6.90달러)
활의 보장을 위해 정액지
저
-14∼15세 : 최저임
급(재해 당시 연령에 따라
금의 85%
차등 지급)
․18세 이상: 평균 보수월
액의 60%
․18세 미만: 평균 보수월
액의 40%

연령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최고
4,250
5,311
6,159
6,863
7,344
7,319
7,251
7,041
6,405
4,409
4,250
4,250

최저
13,397
13,397
13,431
16,571
19,364
21,650
22,662
24,368
23,448
19,671
14,863
13,397

-평균임금<통상임금
: 통상임금인 최저
임금 적용(2,275원
(시간급),18,200(일
급), 514,150(월급))
․휴업급여 : 최저임
금의 100%
․상병보상연금 : 최
저임금의 70%
-평균임금의 최저보
상기준금액: 33,570
원(유족급여, 장의
비, 장해급여 적용)

과 동일한 맥락에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최저보상
금액을 휴업급여로 적용한다.
나. 기준소득의 증감
보험급여를 정률보상제도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동료의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보험급여액은 법령으
로 정해진 정률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의 하락 등 근로자와 유
112) 2001년 9월 1일∼2003년 8월 31일까지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시급 2,275원, 일
급 18,200원이다(노동부 고시 2002-16, 200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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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호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평균임금증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평균임금증감제도에는 정책슬라이드방식과 자동슬라이드방식이 있는
데 정책슬라이드방식은 슬라이드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않
고 그때마다 경제적․사회적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방
식이다. 자동슬라이드방식은 슬라이드의 구체적 기준이나 실시방법을
법률로 정하여 그 요건에 해당되면 언제든지 개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
라는 통상임금의 5% 이상 변동된 때 평균임금 개정 자동슬라이드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1992년 법개정에 따라 부상급여 및 연금급여 모두를 전체근로
자 평균임금 상승률에 따라 자동슬라이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편 보상액 산출기준 및 슬라이드제도에 있어서 재해 직전 연간소득기준
이 보상액 산출기준이 되고, 1911년 재해보상연금에 대하여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슬라이드제도를 실시해 오다가 1960년부터는 연금의 실제 가
치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변화에 자동으로 조
정되는 슬라이드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에서는 임
금보전을 위한 슬라이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보험급부액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급부기초일액에 슬라
이드가 이루어지고 인하 또는 인상이 이루어진다. 급부기초일액의 슬라
이드는 평균급여액이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4분기의 평균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에 그 비율을 기준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
하는 율을 급부기초일액에 곱한 액수가 휴업급부기초일액이 된다. 슬라
이드에 의해 실제로 급부기초일액이 개정되는 것은 평균 급여액이 10%
를 증감한 4분기의 다음 다음 4분기부터이다.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
금, 유족보상연금, 상병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시 급부기초
일액의 슬라이드는「매월 근로통계」에 의한 노동성 1인당 평균급여액
과 산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평균급여액과의 비율을 기초로 하
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율을 슬라이드 전 급부기초일액으로 곱한 액
수가, 산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해 이후의 연금급부기
초일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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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9> 임금슬라이드제
독 일

-국민연평균소득
증가에 연동되
는 보험급여 리
스트 매년 발표

워싱턴주

-

일 본

한 국

휴업급부기초일액 : 상병발생시
에 비하여 상하 10% 넘는 임
금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률에
-통상임금의 5% 이
따라 슬라이드
상 변동된 때 평균
-연금급부기초일액 : 상병 발생
임금 개정
시에 속하는 연도와 그 전년
도 임금과의 변동률에 따라
개정

다.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국가별 사회보험 급여의 중복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별 사회
보험의 종류, 사회보험의 통합운영 여부, 생애주기별 급여보장체계, 임
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간의 비교 등 여러 차원에서 각 나라별 특성
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마다 사회보험급여의 중복급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유로 여러 사회보험의 급여지급이 중복으로 발생할 경
우 국가마다 조정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건강보
험의 요양급여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본의 산재
보험의 요양급여는 산재인정 시점에서 제도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 건강
보험에서 타법령에 의해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의 보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승인 이전은 건강보험에서, 산재승
인이 이루어지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비 25만 원은 산재보험에
서 지급되는 장의비와 관계없이 각각 지급된다. 노령연금에 있어서도 국
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는 연금급여의 조
정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산재보험법상 장해 및 유족급
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이 사회(노령)연
금과의 중복 지급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감액이 이루어진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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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액수준에 있어서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금수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급여가 중복지급되면 국민연금에서
50%를 감액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연금에 상한선이 있어서 산재
보험의 장해연금과 사회연금을 합한 액수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 한
해서 산재보험 장해연금은 전액 지급되고 사회연금에서 조정이 이루어
진다. 100% 노동능력이 상실된 영구적 완전장해인의 경우는 재취업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연금수급이 중지된다. 영구적 부분
장해의 경우는 장해연금 이외에 별도의 소득을 얻어도 무방하다.
일본과 워싱턴주는 우리나라와 독일과는 반대로 국민연금과 산재보
험의 중복급여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전액 연금을 지급하고 산재
보험에서 감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 나라의 경우에도 감액하는 방식
<표 5-40> 타 사회보험 급여와의 관계
독 일

건강
보험

실업
보험

국민
연금
(장해
연금)

국민
연금
(유족
연금)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승인 이전: 노재진료공
승인 이전 : 건강보험 승인 이전: 개인보험 제사업
승인 이전: 건강보험
승인 이후 : 산재보험 승인 이후: 산재보험 승인 이후: 산재보험
승인 이후: 산재보험
급여유형에 관계없이 급여유형에 관계없이 급여유형 관계없이 중
장제비 각각 지급
중복급여 없음
중복급여 없음
복급여 없음(건강보험
상병연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휴업급여 및 전환급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를 지급받고 있는 동
가 지급되고 있는 동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를 지급되고 있는 동
안 근로자로 인정되어
안 근로자로 인정
중지
안 근로자로 인정
구직급여 지급 안 됨
산재보험의 장해연금
최고한도를 넘는 액수 초과한도를 넘는 액수 국민연금은 전액 지
전액 지급하고 국민연
만큼 국민연금에서 조 만큼 산재보험에서 조 급하고 산재보험에서
금의 장해연금 50%
정
정
27% 감액
감액
산재보험의 상병보상 산재보험의 상병보
100% 노동능력상실에
연금 27% 감액하고 상연금과 국민연금
의한 장해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의 장해연금 각각
는 취업불가
은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산재보험에서 전액 지 초과한도를 넘는 액수 국민연금은 전액 지
전액 지급하고 국민연
급되며 국민연금에서 만큼 산재보험에서 조 급하고 산재보험에서
금의 유족연금 50%
지급 안 됨
정
20% 감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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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산재보험에서 연금의 유형에 따라 일정
률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연방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의 장해연금 이외에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신체피
해보상금) 수령이 각각 가능하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 국민
연금의 장해연금을 합한 액수가 연방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
할 경우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에서 조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장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급여의 1차적인 책
임은 산재보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독일의 방식인 산재보험에서
조정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의 상병보상
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간의 병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상병보상연금의 일정률을 감액하고 있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조정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장의 형평성을 위하여 병급조정은 산재보험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의 제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장
의 충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소득을 보
장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한도액에서 병급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각 국가별 산재보상제도와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
하고 있고 미국은 산재보상제도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양 청구권의 병립을 인정하고
상호 조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산재보험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인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산재사고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급여청구권이 주어지는 대가
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산재보
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산재사고관련 모든 재활과 보상에 대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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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전가되는 한편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권을 포기
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주가 그 재해를 고의로 야기했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나타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보험자에게 보상의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워싱턴주는 산재보험에 관한 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하느냐의 선택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보통법상의 배상을 청구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선택청구방식은 근로자가 보통법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보상청구권은 부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양자를 병행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보상
외에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의 보상이행에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지 못할 때, 고의로 근로자를 다치게 하였을 때, 최저연
령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보상청구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산재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
우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함께 사업주에게 안전배
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책임과 산재가 사업주 또
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법상의 급여청구권과 함께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유족의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 및 입증책임의 분배관계 및 권리의 소멸시효기간, 지연배상
액의 기산점 등의 차이로 인한 경우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산재에 대해 산재보험급부와 손해배상의 지급을 통해 근로자에
게 이중배상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64조).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일본의 영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보상(제8장)을 규정하면서 이와 더불어 산재보험
<표 5-4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험의 손해보상청구권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산재보험급여청구권
산재보험의 급부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청구권과
근로자
에 의하여 민사상 손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택일
해배상 청구권 면제
구권 동시 취득
동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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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부가 사업주의 보험료 및 국고보조에 의해 마련된 보험금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이원적 체체로 운영되고 있
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
은 경우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동일한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이중으로 전보받을 수 없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각각 그 근
거와 요건을 달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의 조정문제가 발생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보상청구권 이외에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
부 부담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입법 취지를 살려 사업주가 재정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주
의 보상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업장의 평화를 해하는 불필요
한 노사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실손보상에 입각한 보험급여의 충분성 보장되도록 보험급여 지급기준
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배상책임에 관한 안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제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산재보상의 재원을 모
두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급부능력이나 산재발
생에 대한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
업주와 근로자의 법적 분쟁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청구
권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장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6절 권리구제

1. 심사․재심사제도
독일의 산재보험조합들은 연금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연금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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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연금위원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근로자들의 연금을 결정하므로 문제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위원회에서도 근로자가 만족
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조합을 상대로 사회법원
(Sozialgericht)에 소송할 수 있다. 사회법원은 3심제(사회법원, 주사회
법원, 연방사회법원 등)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1심과 2심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단, 제3심(연방
사회법원)에 가서 패소하면 그에 관련된 변호사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
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부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지급과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권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사안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산재보험조합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조합은 이의신청심사결과통보서(서식
16 참조)를 해당 청구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2심제(심사, 재심사) 및 고등법원 항소로 이루어지며 심
사와 재심사는 노동산업부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산업부의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단체와 사업주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의신청 기간은 심사 및 재심사는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
다.
일본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산재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
을 경우에 1심 심사기관으로서 도도부현 노동국에 설치되어 있는 산재
보험심사관에게, 2심인 재심사기관으로서 후생노동성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보험심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8조). 1심과 2심 모두
심사청구인이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
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동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원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과 워싱턴주와 같이 2심제로 운영되고 있
다. 청구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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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2> 권리구제
독 일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1심: 사회법원
-심사 : 노동산업부의 -심사 : 노재보험심사 -심사: 공단(90일 이
-2심: 주사회법원
심사위원회(60일 이 관(60일 이내)
내)
-3심: 연방사회법원 내)
-재심사 : 노동보험심 -재심사 : 노동부 산
-재심사 : 노동산업부 사회(60일 이내)
하 산재보험심사위
의 재심사위원회(60
원회(90일 이내)
일 이내)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마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기간에 차
이가 있는데 일본과 워싱턴주는 각각 60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보다 30일이 길다.

2. 운영방식
권리구제의 방식은 독일을 제외한 일본, 워싱턴주와 우리나라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운영과정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
구기간의 제한으로 위원회에 관한 비교로 내용을 한정하였다.
독일의 사회법원은 30세 이상의 시민들로 하여금 임기 5년 이상으로
무보수로 근무하는 명예판사제도(Ehrenamtlichen Richter)를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는 모두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대표가 추천하는 판사가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심사청
구는 노동기준국의 공무원인 산재보험심사관이 단독으로 처리한다. 반
면 재심청구기관인 노동보험심사회는 9인의 위원(법률 및 노동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과 사업주 대표와 근로자 대표 각각 6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심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는 공단의 산재심사실
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실제 심리와 결정은 보통 심사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와 소속기관의 의견서 등 관련 서류와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참조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는 노동부 산하
의 산재보험 심사위원회－노사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법률전문가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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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문가가 포함된 위원으로 구성－에 하게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2심에서부터 노사를 대표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1심에서부터 노사단체의 대표
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
청구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
성과 효율성을 갖추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시행하는 1심에서부터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따른 전문성을 담보하고
노사의 대표성을 갖도록 노사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사
과정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없도록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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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국가별 보험급여 청구관련 서식 구분표

요
양
급
여
관
련

독 일
치아손상보고서제출요구서
치아손상보고서
척수마비환자 후치료안내서
직업병 2301(청각장애)감정서
의학적 자료제출에 관한 조건
머리손상에 대한 보완보고서
무릎손상에 대한 보완보고서
중화상 보완보고서
손손상 보완보고서
환자치료에 대한 통지서
머리손상에 대한 통지서
사지손상 합병증 통지서
화상환자 통지서
(치료)일반에 대한 세부통지서
안과치료에 관한 세부통지서
신경과진찰에 대한 보고서
상병(상태)보고서(중간보고서)
H-의사 경과보고서
머리손상환자에관한상세한보고서
무릎손상환자에관한상세한보고서
입원계속치료참여D-의사권고서
입원계속치료결과보고서
산재환자입원계속치료진찰권고서
산재환자입원계속치료에 대한 요양기록
특별치료중 병화에 대한 D의사/H의사보고서
산재(D의사, H의사, 안과의사, 피부과의사 위탁서)
직업병의혹의 사신고서
직업병2301신고 보완보고서
척추관련직업병 2108, 2109, 2110 보고서
피부과직업병5101 보고서
직업관련직업병 2108, 2109, 2110 진찰보고서
척추관련직업병 2108, 2109, 2110 측정서
외래/입원 진료비 영수증 R1
외래/입원 진료비 영수증 R2
외래/입원 진료비 영수증 R3
직업병특별케이스에대한1차보고서
노출에 대한 소견서, 직업병 일반
노출에 대한 소견서, 직업병
노출에 대한 소견서, 직업병2108MDD(단 시간노출)
2,109직업병 2108/2110 MDD 총량 산정
직업병 2108 통지서 해설/지시
직업병 2301 통지서 해설/지시
직업병 4301 통지서 해설/지시
직업병 4302 통지서 해설/지시
직업병 5101 통지서 해설/지시
직업병에 대한 정보(의료보험, 산업보건의,
직장보건의, PD)

워싱턴주

일 본

한 국

재요양신청서(재청구 요청)
감독(supervisor)의 사고보고서
직업병 업무 경력
급여관련 정보 허가서
급여관련 정보 요청서
반복외상질문서
전원신청서
마약사용서
상담의뢰서
직업력(직업병)
직업병에 관한 사업주신고
청력소실직업력
직업병 청력소실질문서

요양급부신청서
요양의 급부 지정병원 신고서
요양의 급부 지정병원 변경신고서
요양비용청구서
외과후처치신청서
온천보양신청서
의지 등 지급신청서
의지 등 수리신청서
여비지급신청서
상병의 상태 등에 관한 신고서
※통근재해용 서식 별도

최초요양신청서
전원요양신청서
재요양신청서
요양연기신청서
추가상병신청서
요양기타신청서
요양비청구서
이송비사전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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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의혹에 대한 사업주의신고서
확인진단에 대한 요구
직업병인정거부, 노출 없었음, 일반
직업병2108인정거부, 노출 없었음
직업병4301인정거부, 노출 없었음
직업병4302인정거부, 노출 없었음
직업병인정거부, 목록 없는 질환, 일반
직업병2108인정거부, 목록 없는 질환
직업병인정거부, 목록 없는 질환, 연관 없음
직업병2108인정거부, 목록 없는 진환, 연관 없음
직업병2108인정거부, 충분한 노출 없었음
직업병5101인정거부, 연관성인정, (직업활동) 중
단강제성, 일반
직업병5105인정거부, 연관성인정, (직업활동) 중
단강제성 없음
직업병5105인정거부, 연관성인정, (직업활동) 포
기않함(사회법전 제4권 제9조 제4항)
사회법전제7권 제9조 제1,2항에 의한 인정거부:
목록 없는 질환, 직업병으로 인정불가
급부 없이 직업병2301인정(노동능력측정 불가능)
급부 없이 직업병3101인정(노동능력측정 불가능)
급부 없이 직업병4101인정(노동능력 측정 불가능,
치료 불필요)
급부 없이 직업병4103인정(노동능력측정 불가능,
치료 불필요)
연금지급 없는 직업병으로 인정, 일반
연금지급 없는 직업병 2301인정
연금지급 없는 직업병 3101인정
연금지급 없는 직업병인정, 직업활동포기, 일반
연금지급 없는 직업병2108인정, 직업활동포기
연금지급 없는 직업병4301인정, 직업활동포기
연금지급 없는 직업병4302인정, 직업활동포기
연금지급 없는 직업병5101인정, 직업활동포기
직업병인정거부, 제3조급부제공
직업병인정거부, 제3조급부제공, 연관성인정, 심
각하지 않음, 재발가능성 없음
직업병인정거부, 제3조급부제공, 연관성인정, 직
업활동중단 강제성 없음
직업병인정거부, 제3조급부제공, 연관성인정, 업
무포기 않음
의사진찰을 위한 권고
D-의사보고서
H-의사보고서
안과의사보고서
이비인후과의사보고서
의사의 사고신고서
전기(감전)사고에 대한 보완보고서
피부과의사보고서
D-의사 면접
낡은 겉옷과 속옷 대체를 위한 급여
사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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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업
급
여
관
련

보험기간과 병가기간에 대한문의
휴업급여
사회법전 제10권 제24조에 의한 청문: 휴업 급여
조정
보상급여조정

휴업급여 최초분 청구서
휴업급여 제 회분 청구서
휴업보상급부지급청구서
휴업급여 최종회분 청구
휴업특별지급금지급청구서
서
※통근재해용 서식 별도
상병보상연금청구서
폐질상태신고서

장
해
급
여
관
련

연금관련소견서
연금관련 안과의사소견서
상지(장해) 측정용지
하지(장해) 측정용지
장해급여신청서
확인진찰: 연금변동 없음 통지
영구장해연금지급거부, 잠정적결정에 의한 보상급
여취소
연금지급취소
연금일시금(노동능력상실 40% 미만)
연금일시금(노동능력상실 40% 이상)
연금일시금지급에 대한 법률보조 포기
직업병연금잠정적보상
직업병연금지급잠정적보상, 직업병악화방지를 위
한 제3조에 의한 급부제공
업무포기후직업병연금지급잠정적보상
청력소실계산서
직업병연금지급소급적용
신체적능력평가서
직업병연금지급, 잠정적보상(사회법전 제9조 제2항)
직업병연금영구지급, 잠정적보상(하향 조정)
직업병연금영구지급, 잠정적보상 후(상향 조정)
직업병연금영구지급, 잠정적보상(동일금액계속지급)
잠정적 보상 결정 없는 직업병 연금영구지급(하향
조정)
잠정적보상결정없이업무포기후직업병연금영구지급
직업병연금영구지급액삭감통지
직업병연금영구지급증액거부통지
확인 진단:변동 없음
직업병연금영구지급거부, 잠정적보상지급결정취소
직업병연금취소
직업병연금지급거부(연금수급 없었슴)
제9조 제2항에 의한 직업병인정/영구연금지급결정
노동능력상실 확인을 위한 전문인감정서
노동능력상실 확인을 위한 안과의감정서

장해보상급부지급청구서
장해특별지급금지급신청서
장해특별연금지급신청서
장해특별일시금지급신청서
장해보상연금일시금청구서
장해보상급부변경청구서
장해특별연금변경신청서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지
급청구서
장해연금차액일시금지급청
구서
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지
급신청서
후생연금보험 등의 수급관계
변경신고
연금보험급부수급권자의
정기보고서
연금보험급부수급권자 이
름․주소․연금지불금융기
관 등의 변경신고서
※통근 재해용 서식별도

장해보상청구서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청구서
장해특별급여청구서
장해보상연금수급권소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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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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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배우자연금 관련 감정서
부모 앞 연금에 대한 문의
유족소득정보, 일반
유족소득에 대한 추가질문
배우자연금 책정을 위한 확인
45세 미만 배우자 연금과 장의비
45세 이상 배우자연금과 장의비 45세 1차 확인
45세 이상 배우자연금과 장의비(노동능력 감소
로 인한 연금지급) 1차 확인
45세 이상 배우자연금과 장의비(자녀 양육) 1차
확인
45세 이상 배우자연금과 장의비(자녀 1명) 1차
확인
자녀연금 18세까지
자녀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확인
1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연금지급
부모연금
(사회법전 제7권) 유족보조금의 일시금 지불
장의비
배우자연금 변동에 대한 사전통지서(자녀양육)
매우자연금 45세 상향조정
급여액상승사유에 의한 연금상향조정
(사회법전 제7권 제70조) 연금액 삭감
소득산정에 의한 연금조정
소득산정에 의한 연금조정 1차 확인
소득산정에 의한 연금액의 새로운 확정
자녀연금의 계속지급
재혼시 일시금 지급
배우자연금 삭감
45세 이전, 연금급여상향조정시기종료에 의한
배우자연금 중지(2년 이상-신규)
45세 이전(구케이스), 연금급여 중단 시기 배우
자연금 삭감(신규 ∼2년 이내)
유족연금 삭감변동
자녀연금 취소

소
득
증
명
관
련

비교가능소득에 대한 조회
단기임금대체소득에 대한 문의
장기임금대체소득에 대한 문의
비교가능소득에 대한 조회(적응)
단기임금대체소득에 대한 문의(적응)
소득증명서
교육종료 후 소득에 대한 문의
30세 미만의(근로자)소득에 대한 문의
임금소득에 대한 문의
임금소득에 대한 문의(적응)
경제상태에 대한 신고
사회법전 제7권 제90조 제2항에 의한 연간소득
의 계산
(어린이와 미성년자) 연간 소득의 상향조정

유족보상연금지급청구서
유족특별연금지급신청서
유족보상연금 선불일시금청
구서
유족보상연금전급 등 청구서
유족특별연금전급 등 청구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
유족보상일시금지급청구서
배우자 또는 자녀 연금 유족특별일시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장제료청구서
피부양자 연금청구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실권신
피부양자 재학증명서 고서
유족연금수급권리신고서 유족보상연금액산정기초변
연금지급계좌신고서 경신고서
후생연금보험 등의 수급관계
변경신고
연금보험급부수급권자의
정기보고서
연금보험급부수급권자 이름․
주소․연금지불금융기관 등의
변경신고서
※통근재해용 서식 별도

평균급여액증명서

유족보상청구서
장의비청구서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청구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변
경신고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
청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해
제신청서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유족특별급여청구서
근로자실종․사망확인신
고서

평균임금증감신청서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
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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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재보험조합에대한문의:사업장(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소견서
PD위탁:사업장(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소견서
연방행정청 앞 조회문건
노동청 앞 문의
취업활동(복귀)을 위한노동청에대한 협조요구
직업활동(부담)적응능력실험
직업활동(부담)적응능력실험-작업장서술
직업활동(부담)적응능력시험기간-입문보고서
직업활동(부담)적응능력시험기간-경과보고서
방문업무 보고서
기
승용차구입(구동독지역)
승용차구입(구서독지역)
(해당)재해보험관리기관에 대한 재조회
타
실습중 보험보호에 대한 문의
재해관련개인정보보호안내문/동의서 요구
개인정보보호안내/동의서제출 요구
재해사업장에대한 조회
통근재해에 대한 문의
간병급여
사회법전 제10권 제111조(재해)에 의한 배상
권리신고
소견인 선택권
정보수집 동의서
정보전달 동의서

Approved IME Examiner
지원서
사례의뢰카드
상담의뢰
육체적능력 평가서
기능경과서식
작업전환 도구․장비구입동
의서
주소변경신고서
작업전환지원 신청서
작업전환 시설지원 신청서
작업복귀계획서(VO/DR)
직업훈련비용청구서(VO)
숙박비용청구서(VO)
교통비청구서(VO)
신체상태보고서
도구장비를 위한 직업훈련
계획 사업주 동의서

산재취학 등 원호비지
급신청서
산재취학 등 원호비변
경신청서
산재취로원호비 지급신
청서
산재취로원호비 변경신
청서
미지급의 보험급부지급
청구서
미지급의 특별지급금지
급신청서
개호보상급부지급청구서
사업주책임재해손해보
상수령신고
제3자행위재해신고

간병급여청구서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
발생신고서
근로자생존확인․생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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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독일의 보험급여 관련 서식 (예)
【서식 1】의사의 사고신고서
진한 바탕의 부분은 기입하지 말 것
산재보험조합
근로자 성명

근로자번호

의료보험
생년월일

근로자 주소, 우편번호, 소재지

가족의 경우 근로자 이름

GAA/Bergamt

개호사고의 경우 개호보험

AA 사업장번호
사고유형

사고사업장(명칭 또는 사업주 성명, 주소, 유치원, 학교, 대학, 피개호자)
담당업무
1. 사고당일 시간

국적
도착일 시간

근무시작 시간
시

신고연도

성별

보험기관

사고발생지

2. 사고경위와 사고 당시 수행하던 업무

위험등급
사고번호
일

생년월일
월
성별

3. 진찰내용 요약

월

년

국적
근무기간
년부터
담당업무

상 병
부 위

4. X-ray 촬영을 했을 경우 진단결과

손상
유형
사망

5. 진단

일

월

년

사고시점
분

시
근무시작
9 9

6. 계속적인 일반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 본인에 의해
장소, 날짜

□ 다른 의사에 의해(알고 있는 경우 의사의 성명, 주소)
서명
주소/직인

┌

└

F1050 서식 0102 의사의 사고신고서

9
업무분야

사고원인물체

┐ 주의: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D-의사 면접의 물체의 운동
무를 이행하는 경우 생략되므로 의사
협회-산재보험조합 계약 제26조에 명
시된 D-의사 면접에 대하 조건에 유 근로자 업무
의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 본인은 사회법전 제7권 제210 근로자 운동
┘
조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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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정산
날짜

수가번호
UV-GOAe

수가
유로

특별비용
유로

보고서 수가
UV -GOAe 125번
송료 포함

비 고
D-의사 면접의 경우 생략

수가번호 UV-GOAe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영수증 번호

기관번호(IK)
IK가 없는 경우 은행계좌

F 1050 0102 의사의 사고신고서
* UV : 재해보험관리기구=산재보험조합
**GOAe : 의사의 진료수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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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사업주) 사고신고서
(사업주) 사고신고서
2. 산재보험조합의 사업장 번호

1. 사업장 명칭 및 주소

3. 수신기관
┌

┐

└

┘

4. 근로자의 성명

5. 생년월일

6. 주소

우편번호

일

월

년

소재지(시, 군)

7. 성별
8. 국적
9. 파견(대체)근로자
□남
□여
□예
□ 아니오
10. 견습공
11. 근로자가 □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예
□ 아니오
□ 사업주의 친척
□ 동업자/운영자
12. 임금을 계속 지급받을
13. 근로자의 의료보험(명칭, 장소 및 우편번호)
권리 □□주까지 존재함
15. 사고시점
14. 사망사고?
16. 사고장소(정확한 장소 및 우편번호)
일 월
년
시
분
□ 예 □아니오
17. 사고경위에 대한 상세한 서술(경과, 사업분야, 경우에 따라 기계, 시설, 위험물질 등)

위 상황은 □ 근로자
18. 상병부위

□ 타인

의 설명을 근거로 작성됨.
19. 손상유형

20. 사고를 제일 먼저 인식한 사람은(증인의 이름, 주소)? 이 사람이 목격자입니까?
□ 예 □ 아니오
22. 근로자의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
21. 피재해자를 제일 먼저 치료한 의사/병원
근무 시
분 근무 시
분
시작
종료
23. 재해 발생시 수행 업무
24 언제부터 이 업무를
월
년
수행하였습니까?
25.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활동하던 사업장 내의 분야는?
26.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중단하였습니까?
□ 아니오 □ (사고발생 즉시) 중단함, 사고 이후 ...부터 중단함
27. 근로자가 다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까?
일
□ 아니오
□ 예(...부터)
28. 날짜

사업주/권한대행인

F .1000 0802 사고신고서

일

월

월

년부터 다시 시작

직장(직원평의회)

시부터 중단

문의전화(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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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H-의사 보고서
H-의사 보고서 -산재보험산재보험조합

일련번호
접수날짜

시

보험번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의료보험 (가족의 경우 보험자 이름 기입, 이 경우
의료보험 앞 복사본 송부 생략)

직종

개호사고의 경우 개호보험명

채용년월일

사업장 번호

사고 사업장 (명칭 또는 사업주 성명, 주소, 유치원, 학교, 대학, 피개호자)
근로자 주소, 우편번호, 소재지
근무시작 시간
시
2. 사고경위와 사고 당시 수행작업
1. 사고일

시

전화

국적

사고유형
성별

사고장소

3. 사고 후 근로자의 행동
4.1. 제 1차 의료처치는 언제 누구에게
4.2. 제1차 의료처치의 형태
5. 진찰결과 음주영향? ( ) 아니오 ( ) 예 어떤 징후? 채혈 ( ) 아니오 ( ) 예

6. x-ray 촬영결과

담당 관청

신고연도
담당보험기관
위험등급
생년월일
일월년
성별

국적

근무기간
월 년부터
직종(작업내용)
상병부위 손상유형

7. 진단 (이미 정확하게 파악된 경우)

사망
사고시점
일월년시분
근무시작
8. 본인의 일차 처치 유형
시분
99
9
작업분야
9. 보험사건 평가시 유의미한 그러나 재해와는 무관한 병리적 변화:
재해원인 대상물
10. 사고경위와 진찰결과가 업무상 재해를 상정하기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 대상물의 운동
( ) 아니오
( )예
* 예라고 답한 경우 근로자에게 H-의사 보고서 복사본 1부를 주시오.
근로자의 작업
작업불능
예상
기간
11. 작업불능 14일 주기 보고의무 요 주의
근로자에게 알려줌
언제부터 (의사협회/산재보험 협약 제38조 제7항) ( )작업가능 ( )작업가능 언제부터 근로자의 운동
12. 특별치료 필요
목록(제2쪽) 번호_______ 의 손상이므로 본인이 치료 수행함
( ) 통원 ( ) 입원
13. 일반치료 (정확한 주소 기입 요)
( ) 아니오 ( ) 예
치료자
날짜
H-의사 서명
주소/ H-의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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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사 소견 계속
개인정보보호 : 본인은 사회법전 제7권 제 201조를 인지하였음.
산재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에 통지하는 사항
제10번 문항에 의혹이 제시되는 경우 산재보험조합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부를 부
담하지 않습니다.
주의 :
H-의사는 다음과 같은 손상의 경우에 특별치료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손상
유형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손상이어야 합니다.
1. 신경이나 건(Sehne)과는 관계없는 개방성 외상으로 상처의 가장자리가 선명하고 근
육에까지 이르는 연부 손상
2. 관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상해로 인한 상피에 국한된 염증
3. 넓은 범위의 2도 화상 또는 좁은 범위의 3도 화상
4. 수술 처치가 필요 없는 근육파열
5. 어깨와 무릎관절을 제외한 심한 타박상, 협착상, 좌상, 관절이 늘어나거나 삐어서 내
부출혈이 있거나 상처부위에 심한 출혈이 있는 관절손상
6. 관절 또는 관절부위의 골절이 아닌 어린아이들의 골절상
7. 어깨와 무릎관절을 제외한 관절탈구
배포대상
산재보험조합
의료보험 (약식보고서), 가족근로자의 경우 생략
귀하는 산재보험보합-의사협회진료수가규정 번호 135에 의해 보고서 수가를 지불받습
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정산하십시오.
F 1020 서식 0501 H-의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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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1】D-의사 보고서-산재보험-

일련번호

산재보험조합

접수날짜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의료보험(가족의 경우 보험자 이름 기입, 이 경우
의료보험 앞 복사본 송부 생략)
개호사고의 경우 개호보험명

직종

채용년월일

시

보험번호
담당 관청
사업장 번호

사고 사업장 (명칭 또는 사업주 성명, 주소, 유치원, 학교, 대학, 피개호자)

사고유형

근로자 주소, 우편번호, 소재지

신고연도

1.사고일

시

전화

근무시작 시간
시
2. 사고경위와 사고 당시 수행작업

국적 성별
사고장소

3. 사고 후 근로자의 행동
4.1. 제 1차 의료처치는 언제 누구에게
5. 진찰결과

4.2. 제1차 의료처치(D-의사 아님)의 형태

음주영향? ( ) 아니오 ( ) 예 어떤 징후? 채혈 ( ) 아니오 ( ) 예

6. x-ray 촬영결과
7. 진단 (이미 정확하게 파악된 경우)

8. 일차 처치 유형(D-의사 처치)
9. 보험사건 평가 시 유의미한 그러나 재해와는 무관한 병리적 변화:

담당보험기관
위험등급
생년월일
월년
성별 국적
근무기간
월 년부터
직종(작업내용)
상병부위 손상유형
사망
사고시점
일월년시분
근무시작
시분
99
9
작업분야
재해원인 대상물
대상물의 운동

10. 사고경위와 진찰결과가 업무상 재해를 상정하기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
( ) 아니오
()예
* 예라고 답한 경우 근로자에게 D-의사 보고서 복사본 1부를 주시오.
근로자의 작업
11. 계속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작업가능 언제부터
근로자의 운동
( ) 작업가능, 근로자에게 알림
날짜
( ) 작업불능-진단서 발급
12. 특별치료 필요 경우, 수행
13. 작업불능 언제부터 14. 작업불능 예상기간
( ) 통원 ( ) 입원 ( )본인 ( ) 다른 D-의사**
15. 일반치료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16. 작업불능 3일 이상
17. 작업불능 인정
( ) 아니오 ( ) 예 ( ) 본인 ( ) 다른의사 ( ) 아니오 ( ) 예
까지
18. 재진찰 필요, 작업불능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날짜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재진찰 날짜를 근로자에게 알려줌.
19. **주치의 주소
날짜
의사 서명
주소/ D-의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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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사 소견 계속
개인정보보호 : 본인은 사회법전 제7권 제201조를 인지하였음.
산재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에 통지하는 사항
제10번 문항에 의혹이 제시되는 경우 산재보험조합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부를 부
담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에 대한 통지
존경하는 동료의사 귀하,
본인의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환자가 재진찰 날짜(제18문항 참고)까지 작업가능의 상
태로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늦어도 상기한 재진찰 날짜까지 본인에게 보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치료가 가능한 보험사건의 경우에는 보고서 서식 F 1050 제2장을 사용하여 해당
산재보험조합과 직접 정산하십시오.
영수증
귀하를 통한 계속치료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정산하십시오. 그 외의 경우에는 귀하
의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수가 번호 132 산재보험-의사협회진료수가규정
의사 급부
번호 산재보험-의사협회진료수가규정
번호 산재보험-의사협회진료수가규정
번호 산재보험-의사협회진료수가규정
번호 산재보험-의사협회진료수가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tanus-Hyperimmun-Globulin
활성 면역(Tetanol-Tetatoxid)
특별비용 총액 _______EU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송료
합계
영수증 번호
배포대상
산재보험조합
의료보험(약식보고서), 가족근로자의 경우 생략
F 1000 서식 0102 D-의사 보고서

_______EUR
_______EUR
_______EUR
_______EUR
_______EUR
_______EUR
_______EUR
_______EUR

특별비용
________EUR
________EUR
________EUR
________EUR
________EUR
________EUR
________EUR

_______EUR
_______EUR
_______EUR

기관번호 (IK)
IK가 없는 경우 은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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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2】D-의사 보고서-의료보험-

일련번호

산재보험조합

접수날짜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의료보험 (가족의 경우 보험자 이름 기입, 이 경우
의료보험 앞 복사본 송부 생략)
개호사고의 경우 개호보험명

직종

채용년월일

시

보험번호

사고 사업장 (명칭 또는 사업주 성명, 주소, 유치원, 학교, 대학, 피개호자)
근로자 주소,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

근무시작 시간
시
2. 사고경위와 사고 당시 수행작업
1. 사고일

시

국적

사업장 번호
사고유형

성별

신고연도

사고장소

담당보험기관
위험등급

3. 사고 후 근로자의 행동
4.1. 제1차 의료처치는 언제 누구에게

담당 관청

4.2. 제1차 의료처치(D-의사 아님)의 형태

5. 진찰결과 음주영향? ( ) 아니오 ( ) 예 어떤 징후? 채혈 ( ) 아니오 ( ) 예

생년월일
월년
성별
국적
근무기간
월 년부터
직종(작업내용)

6. x-ray 촬영결과
상병부위 손상유형
7. 진단(이미 정확하게 파악된 경우)

8. 일차 처치 유형(C-의사 처치)
9. 보험사건 평가 시 유의미한 그러나 재해와는 무관한 병리적 변화:

사망
사고시점
일월년시분
근무시작
시 분
99
9
작업분야
재해원인 대상물
대상물의 운동

10. 사고경위와 진찰결과가 업무상 재해를 상정하기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
( ) 아니오
( )예
* 예라고 답한 경우 근로자에게 D-의사 보고서 복사본 1부를 주시오.
근로자의 작업
11. 계속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작업가능 언제부터
근로자의 운동
( ) 작업가능, 근로자에게 알림
날짜
( ) 작업불능-진단서 발급
12. 특별치료 필요 경우, 수행
13. 작업불능 언제부터 14. 작업불능 예상기간
( ) 통원 ( ) 입원 ( )본인 ( ) 다른 D-의사**
15. 일반치료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16. 작업불능 3일 이상 17. 작업불능 인정
( ) 아니오 ( ) 예 ( ) 본인 ( ) 다른의사
( ) 아니오 ( ) 예
까지
18. 재진찰 필요, 작업불능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날짜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재진찰 날짜를 근로자에게 알려줌.
19. **주치의 주소
날짜

의사 서명

주소/ D-의사 직인

388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서식 4-3】D-의사 보고서-주치의-

일련번호

산재보험조합

접수날짜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의료보험 (가족의 경우 보험자 이름 기입, 이 경우
의료보험 앞 복사본 송부 생략)
개호사고의 경우 개호보험명

직종

채용년월일

시

보험번호

사고 사업장 (명칭 또는 사업주 성명, 주소, 유치원, 학교, 대학, 피개호자)
근로자 주소,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

근무시작 시간
시
2. 사고경위와 사고 당시 수행작업
1. 사고일

시

국적

사업장 번호
사고유형

성별

사고장소

3. 사고 후 근로자의 행동
4.1. 제1차 의료처치는 언제 누구에게

담당 관청

4.2. 제1차 의료처치(D-의사 아님)의 형태

5. 진찰결과 음주영향? ( ) 아니오 ( ) 예 어떤 징후? 채혈 ( ) 아니오 ( ) 예

신고연도
담당보험기관
위험등급
생년월일
월년
성별
국적
근무기간
월 년부터
직종(작업내용)

6. x-ray 촬영결과
상병부위 손상유형
7. 진단(이미 정확하게 파악된 경우)

8. 일차 처치 유형(C-의사 처치)
9. 보험사건 평가 시 유의미한 그러나 재해와는 무관한 병리적 변화:

사망
사고시점
일월년시분
근무시작
시 분
99
9
작업분야
재해원인 대상물
대상물의 운동

10. 사고경위와 진찰결과가 업무상 재해를 상정하기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
( ) 아니오
( )예
* 예라고 답한 경우 근로자에게 D-의사 보고서 복사본 1부를 주시오.
근로자의 작업
11. 계속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작업가능 언제부터
근로자의 운동
( ) 작업가능, 근로자에게 알림
날짜
( ) 작업불능-진단서 발급
12. 특별치료 필요 경우, 수행
13. 작업불능 언제부터 14. 작업불능 예상기간
( ) 통원 ( ) 입원 ( )본인 ( ) 다른 D-의사**
15. 일반치료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16. 작업불능 3일 이상 17. 작업불능 인정
( ) 아니오 ( ) 예 ( ) 본인 ( ) 다른의사
( ) 아니오 ( ) 예
까지
18. 재진찰 필요, 작업불능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날짜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재진찰 날짜를 근로자에게 알려줌.
19. **주치의 주소
날짜
의사 서명
주소/ D-의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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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직업병 의혹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서
직업병 의혹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서
1. 사업주 성명 및 주소

2. 산재보험조합의 사업주 (등록)번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수신
4. 근로자 성명

5. 생년월일

6. 주소

우편번호

7. 성별
()남

()여

월

년

소재지
9. 파견(대체)근로자

8. 국적

()예

10. 실습(견습)생
11. 근로자가
()예
( ) 아니오
12. 임금계속지급 청구권이 (
까지 존재함

일

( ) 아니오

( ) 사업주
( ) 사업주의 친척

( ) 사업주의 배우자
( ) 동업자/ 경영자

) 주 13. 근로자의 의료보험 (보험회사이름, 우편번호, 소재지)

14. 어떠한 병리적인 증상이 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까 ? 근로자가 호소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떤 해로운 영향 또는 위험한 물질이 이러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15. 근로자는 어떤 위험한 작업을 하였습니까? 작업중에 어떤 해로운 영향 또는 위험한 물질에 노
출되었습니까?

16. 노동의학적인 예방조사를 실시하였습니까? 실시하였다면 누구를 통해서 언제?

17. 근로자의 작업장에 존재하는 제15번 문항에 제시한 위해 요인에 대한 검사(위험성 평가, 측정)
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결과는?

18. 날짜

사업주/권한대행

사업장평의회/직원평의회 문의전화(담당자)

서식 U 6000 0802 직업병의혹 사업주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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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휴업급여 지급통지서
귀하의

_______년 ___월 ___일자 질병/사고

정산기간 _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___년 ___월 ___일 까지
(존경하는) ___________ (근로자) 귀하,
보험사건의 결과로 작업불능의 상태로 있는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귀하는
사회법전 제7권 제45조에 의거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법정
의료보험으로부터 받은 질병수당은 휴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 ) 통상임금(1)을 기준으로 ______________________ EUR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 통상임금의 80% __________________ EUR
( ) 귀하의 일일 실제임금______________ EUR
( ) 연간소득(2)을 기준으로
월력일 분의 휴업급여 액수가 계산되며
이 중 월력일 분의 질병수당이 공제됩니다.

__________________ EUR
__________________ EUR
__________________ EUR

의사의 확인에 의하면 귀하는 __________부터 _________까지 작업불능의 상태였습니다.
_______________까지는 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휴업급여 정산
부터

까지

일 수 (3)

EUR 총액

공제대상 급부
EUR

상기 금액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괄호 안의 숫자 (예 (1))는 주석에 대한 참조번호입니다.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V2400 0102 휴업급여

지불 액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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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장해급여 신청서
문서번호

성명

반송용
(수신자 = 해당 산재보험조합 )

본인은 다음의 이유로 장해급여(연금)을 신청합니다.
( ) 본인은 업무상 재해/직업병으로 인해 다른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본인은 업무상 재해/직업병으로 인해 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 연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
문서번호
( ) 업무상 재해/직업병 인정과 관련 산재보험조합에서 조사중입니다.
이름과 주소
문서번호
의사의 일반진단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과 전문의를 지명합니다.
이름과 주소

본인의 월 실제소득(예를 들어 월급, 연금, 임대-/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신고해 주십시오)
본인의 월 경상비용(예: 부양의무, 임대료, 부대경비, 보험료, 이자 등)은 다음과 같
습니다.
(배우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함께 신고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이름
서식 V4554 0999 장해급여신청서(사회법전 제7권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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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총보상급여 지급통지서
귀하의 ________일자 사고
존경하는 ______________ 귀하,
귀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___________일부터 __________일까지 임시적
보상의 형태로 총 __________EUR(1)의 장해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_________일부
터 _________일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합산한) 귀하의 취업능력의 상실도(MdE, 노
동력 상실도)(2))는 _________%입니다. 일단 이 이상으로는 귀하에게 연금을 청구
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지(영구적)연금(지급)사정에 관한 설명
(영구적)연금에 대한 수급 권리는 귀하의 취업(노동)능력이 다른 보험사
건으로 인 해 최소 10% 감소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해당 보험사건
업무상 재해의 장해/후유증이 총 보상급여 지불의 시점을 지나서도 변함없이 유지
된다면 귀하는 연금계속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업무상 재해가 가지고 온 다음과 같은 건강장해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 업무상 재해의 결과로 인한 장해(후유증) 열거
귀하의 건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하게 존재하였습니
다:

다음 :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건강장해 열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와 노동력 상실 정도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기
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전문의사들의 소견서, 감정서 등을 개별적으로 제시
서식 V4330 0602 총 보상급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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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성명

장해연금의 액수는 취업능력의 상실도(MdE)와 ___(날짜)_________일 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연간근로소득(3)을 기반으로 __________EUR로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연금산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총액보상은 취업활동의 참여를 위해 취해지는 의사의 치료와 다른 급부에 대한 귀
하의 권리와는 관계없이 지불됩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27조, 제35조) (4).
해설부분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
다.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서식 V4330 0602 총 보상급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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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성명

귀하의 총 보상급여 산정서
연근로소득(JAV)의 확정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_________EUR 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날짜)_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_EUR 로 증가합니다.
(날짜)_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_EUR 로 감소합니다.
연금 산정
부터 까지 연소득 완전연금 연간 취업능력 부분연금 연간 부분연금 월 액수/
EUR 지급총액 EUR 감소 % 지급총액 EUR 지급액 % EUR
합계
공제대상 급부

지불금액
________EUR
급부 형태

날짜/기간

액수/EUR

합계 :
( ) 상기 지불금액을 송금합니다.
( ) 상기 금액의 지급을 다른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제기될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단 유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해 드립니다.
( ) 상기 금액의 일부분에 대한 지급을 다른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제기될 반환청
구에 대비하여 일단 유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해 드립니다.
잔고금액 _________EUR를 송금합니다.
서식 V4330 0602 총 보상급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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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직업병으로 인한 무기한 장해연금 지급통지서
귀하의 질환에 대한
통지서 직업병과 같은 질환으로 인정하며 무기한 (장해)연금지급을 결정함.
존경하는 ______________ 귀하,
귀하의 질환에 대한 직업병 인정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의 (질환) _____________은 실제 직업병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
보험사건에 있어 직업병과 같은 질환으로 인정합니다 (1).
2. 귀하의 질환으로 인한 취업능력의 감소(MdE, 노동력 상실도 (2))는 (현재)
_________%입니다.
3. 귀하는 무기한(3)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연금지급의 시작은 (날짜) __________(4)
부터이며 (현재) 매월 ____________ EUR.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지(영구적)연금(지급)사정에 관한 설명
(영구적)연금에 대한 수급 권리는 귀하의 취업(노동)능력이 다른 보험사
건으로 인해 최소 10% 감소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해당 보험사건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질환이 가지고 온 다음과 같은 건강장해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 질환의 결과로 인한 장해(후유증) 열거
귀하의 건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장해의 상태는 직업병으로 (직업병처럼) 인정한
귀하의 질환과는 무관하게 존재하였습니다:

다음 : 직업병 인정과는 무관한 건강장해 열거
직업병과 같이 인정한 질환의 장해와 노동력 상실 정도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
은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 전문의사들의 소견서, 의견, 보건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개별적으로 제시
서식 V8692 0102 직업병, 제9조 제2항/무기한 장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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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성명

장해연금의 액수는 취업능력 상실도 (MdE)와 ___(날짜)_________일 전 12개월 간
지급 받은 년간근로소득(5)을 기반으로 __________EUR로 책정되었습니다(6).
상기 날짜는... (날짜) 부분에 대한 아래의 해당부분 입력
아래 :
- 직업불능 시점
- 치료가 필요했던 시점
-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취업능력 감소 시점 - 귀하 주치의의 권유에 의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작업을
포기한 시점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연금산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통지서의 해설부분과 연금수령자를 위한 첨부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
다.
(다정한)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서식 V8692 0102 직업병, 제9조 제2항/무기한 장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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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서번호

성명

귀하의 연금 산정서
연근로소득(JAV)의 확정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_________EUR 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날짜)_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_EUR 로 증가합니다.
(날짜)_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_EUR 로 감소합니다.
연금 산정
연소득 완전연금 연간 취업능력 부분연금 연간 부분연금 월 액수/
부터 까지 EUR 지급총액 EUR 감소 % 지급총액 EUR 지급액 % EUR
합계
공제대상 급부
연소득 완전연금 연간 취업능력 부분연금 연간 부분연금 월 액수/
부터 까지 EUR 지급총액 EUR 감소 % 지급총액 EUR 지급액 % EUR
합계
급부 형태

날짜/기간

액수/EUR

합계 :
연소득 완전연금 연간 취업능력 부분연금 연간 부분연금 월 액수/
부터 까지 EUR 지급총액 EUR 감소 % 지급총액 EUR 지급액 % EUR
합계
(추가/잔고) 지불금액

________EUR

( ) 상기 금액과 _____________일부터 지급되는 경상 연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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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금액의 지급을 다른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제기될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단 유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해 드립니다.
경상 연금은 _________일부터 송금합니다.
( ) 상기 금액의 일부분에 대한 지급을 다른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제기될 반환청
구에 대비하여 일단 유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해 드립니다.
잔고금액 _________EUR와 __________일부터 지급되는 경상 연금을 송금합니다.

서식 V8692 0102 직업병, 제 9조 제 2항/무기한 장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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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1】배우자연금 지급통지서(45세 미만)
_______년 ___월 ___일 생의 질병/사고
배우자연금 지급통지서(경우에 따라 장지로의 운송비/장의비 지급 통지서 겸용)
(존경하는) ___________ 귀하,
귀하는 다음의 급부를 제공받습니다.
1
1.1
1.2
2
(3

(유족)연금
(근로자) 사망일부터 _________까지 월 __________EUR씩 지급
상기 기간 이후에는 현재 책정결과 월 ___________EUR씩 지급
장의비 일시불 지급 액수 ____________EUR
장지로의 운송비 일시불 ---------)

연금은 연금수령자가 재혼을 하는 달 말까지(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1항) (1) 그
러나 최고 (근로자가) 사망한 달부터 2년까지 지급됩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1항). (주의 : 두번째 문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두번째 문단 삭제 후) 첫
번째 문단의 끝에 마침표를 찍을 것.)
우리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건으로 인해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한 결과로 귀하는 연금과 장의비를 수급할
권리를 갖습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3조). 연금과 장의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1.1

1.2

연금
배우자가 사망한 달과 이 후 3개월간은 연간근로소득(JAV)의 2/3를 지급
받습니다
(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2항). 연간근로소득(2)의 액수는 _______EUR이며
이에 따라 연금은 연_____EUR 또는 상기 명명한 월 지급액 ______EUR입니다.
이후에는 연간근로소득 30%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며 (이 연금의 지급은)
연금 수령자가 재혼하는 달 말까지 또는 근로자 사망 이후 2년간 연결 지
급됩니다.
(주의 : 두번째 문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단의 끝에 마침표
를 찍을 것.)
연금지급 액수는 연______EUR 또는 현재 계산에 의해 월_____EUR입니다.

서식 V5310 0502 45세 미만 배우자연금 및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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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성명

( ) 여러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의 합계가 법정 상한액(사회법전
제7권 제70조)을 초과하는 관계로 귀하의 연금을 다른 연금 액수와 비교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유족에 대한) 전체 연금의 합계는 연간근로소득의 8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연_________EUR입니다.
삭감 후 귀하의 연금액수는 연
또는 현재
월
입니다.

_____________EUR
_____________EUR

(구체적인 내용은 동봉하는 삭감계산서를 참조하십시오)
월 지급액수(3)
( ) 현 월 지급액수에는 귀하의 소득 중 월___________EUR 가 계산에 고려됩니다.
상기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부록(해설)을 참고하십시오.
( ) 소득이 전혀 없거나 고려할 만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현 월 지급액은 소득적
용 없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는 월
를 지급 받습니다.

______________EUR

2. 장의비는 사망시점 당시 유효한 기준가치(사회법전 제7권 제64조 제1항, 사회법
전 제4권 제18조 관련)__________EUR 의 1/7에 상당하는 액수입니다 (4).
________________EUR
(3
장지까지의 운송에 든 비용(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2항) (4))
구체적인 내용은 동봉하는 계산서를 참고하십시오.
해설 부분과 별첨 연금수령자 정보를 주의하여 읽으십시오.
질문이 있을 시에는 저희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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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서번호

성명

귀하의 급부계산서
연간근로소득(JAV)의 확정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_________EUR 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증가합니다.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감소합니다.
급부 산정

( ) 상기 잔고금액과 _____________일부터 지급되는 경상 연금을 송금합니다.
( ) 상기 잔고금액의 지급을 다른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제기될 반환청구에 대비
하여 일단 유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해 드립니다.
급부

부터 까지

총 액수
EUR

공제대상 급부
(선불, 대체 급부 또는 이와
유사한 급부) EUR

연금
장의비
장지이송비용
합계

서식 V5310 0502 45세 미만 배우자연금 및 장의비

잔고(후) 지불
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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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2】배우자연금 지급통지서(45세 이상)
_______년 ___월 ___일 생의 질병/사고
배우자연금 지급통지서(경우에 따라 장지로의 운송비/장의비 지급 통지서 겸용)
(존경하는) ___________ 귀하,
귀하는 다음의 급부를 제공받습니다.
1
1.1
1.2
2
(3

(유족)연금
(근로자) 사망일부터 _________까지
월 __________EUR
상기 기간 이후에는 현재 책정결과
월 ___________EUR
장의비 일시불 지급 액수
____________EUR
장지로의 운송비 일시불 ---------)

연금은 연금수령자가 재혼을 하는 달 말까지(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1항) (1) 지
급됩니다
우리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건으로 인해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한 결과로 귀하는 연금과 장의비를 수급할
권리를 갖습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3조). 연금과 장의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1.1

1.2
( )

연금
배우자가 사망한 달과 이 후 3개월간은 연간근로소득(JAV)의 2/3를 지급 받
습니다
(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2항). 연간근로소득(2)의 액수는 ______EUR이며
이에 따라 연금은 연_____EUR 또는 상기 명명한 월 지급액 _____EUR입니다.
이후에는 년간근로소득 40% 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합니다.
연금지급 액수는 연______EUR 또는 현재 계산에 의해 월______EUR입니다.
여러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의 합계가 법정 상한액(사회법전
제7권 제70조)을 초과하는 관계로 귀하의 연금을 다른 연금 액수와 비교하
여 삭감됩니다. (유족에 대한) 전체 연금의 합계는 연간근로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 _________EUR입니다.
삭감 후 귀하의 연금액수는
연
_____________EUR
또는 현재
월
_____________EUR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봉하는 삭감계산서를 참조하십시오)

서식 V5312 0502 45세 이상 배우자연금 및 장의비, 45세/1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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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성명

월 지급액수(3)
( )

현 월 지급액수에는 귀하의 소득 중 월____________EUR 가 계산에 고
려됩니다.
상기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부록(해설)을 참고하십시오.

( )

소득이 전혀 없거나 고려할 만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현 월 지급액은
소득적용 없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는 월

2.

______________EUR를 지급 받습니다.

장의비는 사망시점 당시 유효한 기준가치(사회법전 제7권 제64조 제1항,
사회법전 제4권 제18조 관련)__________EUR 의 1/7에 상당하는 액수입
니다 (4).
________________EUR
(3

장지까지의 운송에 든 비용(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2항) (4))

구체적인 내용은 동봉하는 계산서를 참고하십시오.
해설 부분과 별첨 연금수령자 정보를 주의하십시오.
질문이 있을 시에는 저희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서식 V5312 0502 45세 이상 배우자연금 및 장의비, 45세/1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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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서번호 성명
귀하의 급부계산서
연간근로소득(JAV)의 확정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_________EUR 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증가합니다.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감소합니다.
급부 산정

( ) 상기 잔고금액과 _____________일부터 지급되는 경상 연금을 송금합니다.

급부

부터 까지

총 액수
EUR

공제대상 급부
(선불, 대체 급부 또는 이와
유사한 급부) EUR

잔고(후) 지불
액수 %

연금
장의비
장지이송비용
합계
( ) 상기 잔고금액의 지급을 다른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제기될 반환청구에 대비
하여 일단 유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해 드립니다.

서식 V5312 0502 45세 이상 배우자연금 및 장의비, 45세/1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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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3】배우자연금 지급통지서(취업능력감소연금)
_______년 ___월 ___일 생의 질병/사고
배우자연금 지급통지서(경우에 따라 장지로의 운송비/장의비 지급 통지서 겸용)
(존경하는) ___________ 귀하,
귀하는 다음의 급부를 제공 받습니다.
1
1.1
1.2
2
(3

(유족)연금
(근로자) 사망일부터 _________까지 월
__________EUR씩 지급
상기 기간 이후에는 현재 책정결과 월
___________EUR씩 지급
장의비 일시불 지급 액수
____________EUR
장지로의 운송비 일시불 ---------)

연금은 연금수령자가 재혼을 하는 달 말까지(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1항) (1) 또는
사회연금보험기관에서 취업능력감소, 직업불능 또는 취업불능의 이유로 지급하던 연
금을 중단하는 달 말까지 지급합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2항 번호 3c).
우리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건으로 인해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한 결과로 귀하는 연금과 장의비를 수급할
권리를 갖습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3조). 연금과 장의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1.1

1.2

( )

연금
배우자가 사망한 달과 이후 3개월간은 연간근로소득(JAV)의 2/3를 지급 받습니
다(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2항). 연간근로소득(2)의 액수는 _______EUR이며 이
에 따라 연금은 연_______EUR 또는 상기 명명한 월 지급액 ______EUR입니다.
이후에는 귀하가 사회연금 규정상 취업능력감소/직업불능/취업불능인 경우,
연간근로소득의 40% 상당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귀하의 취업능력감소/ 직업불능/ 취업불능의 상태를 사회연금보험 기관
_________일자 발급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통지서 발급으로 확정
된 연금에 의거하여 통지서가 발급된 월부터 저희 기관에서 지급하는 배
우자연금은 연간근로소득의 30%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2항, 2번). 이 연금은 귀하가 재혼하는 달 말까지 지급되며 최고
근로자 사망 이후 2년까지 지급됩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1항).
(주의 : 두번째 문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첫번째 문단의 끝에 마침표.)
초과금액의 지급과 이에 따른 반환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연금기관의
연금지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저희 기관에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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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취업능력감소/ 직업불능/ 취업불능의 상태를 저희 보험기관에서 확
인하였습니다. 이 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연금이 연간근
로소득의 30%로 삭감되었다는 통지서를 발급합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5
조 제2항, 2번) (2).
이 연금은 귀하가 재혼하는 달 말까지 지급되며 최고 근로자 사망 이후 2
년까지 지급됩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1항).
(주의 : 두번째 문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첫번째 문단의 끝에 마침표.)
연금지급 액수는 연______EUR 또는 현재 계산에 의해 월______EUR입니다.

( )

여러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의 합계가 법정 상한액(사회법전
제7권 제70조)을 초과하는 관계로 귀하의 연금을 다른 연금 액수와 비교하
여 삭감하였습니다. (유족에 대한) 전체 연금의 합계는 연간근로소득의 8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 _________EUR입니다.
삭감 후 귀하의 연금액수는
연
_____________EUR
또는 현재
월
_____________EUR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봉하는 삭감계산서를 참조하십시오)

월 지급액수(3)
( )
현 월 지급액수에는 귀하의 소득 중 월__________EUR 가 계산에 고려됩니다.
상기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부록(해설)을 참고하십시오.
( )

소득이 전혀 없거나 고려할 만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현 월지급액은 소득
적 없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는
월
______________EUR를
지급 받습니다.

2.

장의비는 사망시점 당시 유효한 기준가치(사회법전 제7권 제64조 제1항, 사회
법전 제4권 제18조 관련____________EUR 의 1/7에 상당하는 액수입니다 (4).
________________EUR
(3
장지까지의 운송에 든 비용(사회법전 제7권 제65조 제2항) (4))

구체적인 내용은 동봉하는 계산서를 참고하십시오.
해설 부분과 별첨 연금수령자 정보를 주의하여 읽으십시오.
질문이 있을 시에는 저희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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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서번호

성명

귀하의 급부계산서
연간근로소득(JAV)의 확정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_________EUR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증가합니다.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감소합니다.
급부 산정

급부

부터 까지

총 액수
EUR

공제대상 급부
(선불, 대체 급부 또는 이와
유사한 급부) EUR

잔고(후) 지불
액수 %

연금
장의비
장지이송비용
합계

( ) 상기 잔고금액과 _____________일부터 지급되는 경상 연금을 송금합니다.
( ) 상기 잔고금액의 지급을 다른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제기될 반환청구에 대비
하여 일단 유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해 드립니다.

서식 V5314 0502 45세 이상 배우자연금 및 장의비(취업능력감소 연금)/1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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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자녀연금 지급통지서
_______년 ___월 ___일 생의 질병/사고
자녀연금 지급통지서
(존경하는) ___________ 귀하,
귀하에게 (산재근로자) 사망일부터 매월 __________EUR의 자녀연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법전 제7권 제69조 제1항).
연금은 ______________(귀하의 연령 18세가 만료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상기 제시한 시점 이후 계속적인 연금지급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에 관해서는
본 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문의할 것입니다(1).
귀하의 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연금의 액수
( )

양친 중 한 분이 생존하는 관계로 연간근로소득(2)의 20%인_________EUR

( )

양친이 모두 없는 관계로 연간근로소득의 30% 상당액인 ________EUR 지급

이상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 액수는
또는
( )

연__________EUR
월__________EUR 입니다.

여러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의 합계가 법정 상한액(사회법전
제7권 제70조)을 초과하는 관계로 귀하의 연금을 다른 연금 액수와 비교하
여 삭감 지불합니다. (유족에 대한) 전체 연금의 합계는 연간근로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 _________EUR입니다.
삭감 후 귀하의 연금액수는

연

_____________EUR

또는 현재
월
_____________EUR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봉하는 삭감계산서를 참조하십시오)

서식 V 5322 0102 자녀연금 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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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성명
귀하의 급부계산서
연간근로소득(JAV)의 확정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_________EUR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증가합니다.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감소합니다.
연금 산정

상기 잔고금액과 _____________일부터 지급되는 경상 연금을 송금합니다.

자녀연금
부터
까지

총 액수
EUR

공제대상 급부
(선불급, 대체급 또는 유사
급부) EUR

잔고(후-) 지불 액수
%

해설 부분과 별첨 연금수령자 정보를 주의하십시오.
질문이 있을 시에는 저희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서식 V 5322 0102 자녀연금 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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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부모연금 지급통지서
_______년 ___월 ___일 생 _________________
부모연금 지급통지서

(존경하는) ___________ 귀하,
보험사고의 결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의해 귀하는 사망 당일부터 매월
_______EUR의 부모연금을 수급할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건의 결과로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사망 시점까지 그
의 노동임금 또는 근로소득으로 부양해 온 또는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
속 부양되어 왔을 사망자의 직계존속, 계부모 또는 양부모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부모연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재근로자에게 부양의 필요성에
의해 부양비를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사회법전 제
7권 제69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상기의 조건이 성립됩니다.
연금의 액수(사회법전 제 7권 제 69조 제 4항)
()

부모 중 1인이 부양대상이므로 연간근로소득(1)의 20% 상당액인 __________EUR

()

부모 양인이 부양대상이므로 연간근로소득의 30% 상당액인 __________EUR

이상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 액수는
또는
입니다.

서식 V 5330 0102 부모연금

연__________EUR
월__________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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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성명

귀하의 급부계산서
연간근로소득(JAV)의 확정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_________EUR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의 액수는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증가합니다.
(날짜)_____(적응-/조정요소)___부터 ________EUR 로 감소합니다.
급부 산정

연금

액수
부터 까지 총EUR

공제대상 급부
EUR

잔고(후-) 지불
액수 %

( ) 상기 잔고금액과 _____________일부터 지급되는 경상 연금을 송금합니다.
해설 부분과 별첨 연금 수령자 정보를 주의하십시오.
질문이 있을 시에는 저희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서식 V 5330 0102 부모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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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유족급여 지급 및 거부 통지서
_______년 ___월 ___일 생의 질병/사고
통지서 유족일시금 지급 통지서 및 유족연금 거부 통지서
(존경하는) ___________ 귀하,
귀하는 유족에 대한 원조금으로 _____________EUR를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 청구의 권리는 보험사건의 결과로 근로자의 사망했을 경우에만
부여됩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3조 제1항 2문단).
보험사건의 결과로 인정받은 사항
사망원인으로 확인된 사항

이상으로 (근로자의) 사망은 보험사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2

근로자의 사망이 보험사건의 결과가 아니었어도 근로자가 사망 당시 50%
또는 그 이상의 취업능력 상실로 인해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거나 그 취업
능력 상실 정도를 합산한 값이 50%가 되는 여러 개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면(사회법전 제7권 제71조 제1항 1문단) 그 배우자는 일회성 원조금을 청구
할 권리를 갖습니다. 본 통지서에 적용되는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기 명시된 보험사건

( )

상기 명시된 보험사건 및 다른 보험사건들

법정 재해보험관리 기관으로부터 여러 개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을 시, 일
회성 원조금에 대한 지불은 연간근로소득 대비 최고액수를 지급해온 산재
보험조합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71조 제2항). 본 통지서
의 경우에는 첫번째로 명명된 보험사건으로 인한 연금으로 산업부문 산재
보험조합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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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마지막 연금산정의 기반이 되었던 연간근로소득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___________EUR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귀하에게 송금되
는 액수입니다.
귀하가 유족연금 지급 거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시고 심사결과 유족연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원조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지급된 일회성 원조금은 유족연
금에서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이 있을 시에는 저희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서식 V 5360 0102 일회성 유족원조금 - 사회법전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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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장의비 지급통지서
_______년 ___월 ___일 생의 질병/사고
통지서 장의비/ 장지로의 운송비/장례비용 보상금

(존경하는) ___________ 귀하,
귀하는 (근로자의) 유족/ 제3의 수급권자로 장의비/ 장지로의 운송비/ 장례비용을
부담한 사람으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회법전 제7권 제63조 제
1항 1, 1번과 제64조 제3항 및 4항 (1)).
(귀하는 실제 장례비용을 장의비 최고액까지 지급 받습니다)
장의비는 (근로자) 사망시점 당시 유효한 기준 수령액(사회법전 제7권 제64조 제1
항)의 1/7에 상당하는 액수입니다.
기준 수령액
1/7 장의비

__________________________EUR
__________________________EUR

(귀하의 실제 장례비용
이에 의해 우리가 지급해야 할 금액

_______________EUR
_______________EUR)

(추가로 사망 근로자를 장지까지 운송하는 데 든 비용____________EUR
을 지급합니다)
상기 금액을 송금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
다.
(다정한)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V5400 0502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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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간병급여 지급통지서
귀하의 _______년 ___월 ___일자 질병/사고

(존경하는) ___________ (근로자) 귀하,

귀하는 사회법전 제7권 제44조에 의거하여(수령가능) 최고액의 ____________%를
간병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
간병급여는 _____(날짜)_____부터 시작하여 매월 ____________EUR 씩 지급됩니다.

간병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부터_________까지
____________부터_________까지

귀하가 보험사건의 결과로 인해 일반적이며 정규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필요
한 모든 행위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회법전 제7권 제
44조에 의해 간병급여를 지급 받아 간병인을 채용하거나 재가개호를 할 수 있습니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귀하의 상황에 의해 우리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귀하의 건강장해를 고려
하였습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입니다 :

서식 V2440 0102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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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성명

정산내역 :
법적으로 명시된 간병급여의 범위는 __________EUR과__________EUR 사이입니다.
지급할 금액는
__________부터_________까지＝_______×________ EUR＝________EUR
__________부터_________까지＝_______×________ EUR＝________EUR
__________부터_________까지＝_______×________ EUR＝________EUR＝______EUR
공제할 금액는
__________부터_________까지＝_______×________ EUR＝________EUR
__________부터_________까지＝_______×________ EUR＝________EUR＝_______EUR
잔고 금액 : _________EUR
( ) 상기 (잔고)금액을 송금합니다.
( ) 상기 (잔고)금액의 지급을 반환청구의 경우에 대비하여 일단 유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해 드립니다.
( ) ________부터 계속 매월 _________EUR 씩 지급합니다.

입원요양중이거나, 직업재활 교육시설, 장해인 교육시설 또는 개호시설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간병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외체류 기간중에는 간병급여의
액수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시에는 간병급여를 새로이 산정합니다.
(다정한)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서식 V2440 0102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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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항상 제시해주십시오)
관할 기관 :
담당자 :
전 화:
팩 스:
이 메일 :
날 짜:
우편 발송일 :
관할 사회법원 :

귀하의 _______년 ___월 ___일자 질병/사고

(존경하는) ___________ (근로자) 귀하,
귀하의 이의신청에 의해 ________________일자 통지사항을 취소 - 변경합니다.
이의 신청절차로 인해 소송과정이나 법률자문(변호)의 목적에 부합하여 필수적으
로 사용된 비용은 보상됩니다.
변호사 또는 다른 권한대행인에 대한 수수료와 경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주어집
니다.
변경사유
(다정한) 인사와 함께 드립니다.

서식 V9710 0799 이의신청에 의한 변동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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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Ⅲ>

미국 워싱턴주의 보험급여 관련 서식(예)
【서식 17】청구접수 고지서
우리는 아래 피고용인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 보고’를 받았습니다.
․ 만일 당신이 의사로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 보고(사고 보고서)’의 ‘고용
주가 작성해야 할 부분’을 받았다면 그것을 작성해서 아래로 보내 주십시오.
노동산업부
PO Box 44299
Olympia WA 98504-4299
․만일 당신이 ‘고용주가 작성해야 할 부분’을 받았다면 노동산업부의 지부나
(036)902-4817 또는 올림피아에 위치한 1-800-LISTENS에 전화를 걸면, 담당자
가 당신에게 우편을 보내 줄 것입니다.
․ 만일 당신이 ‘고용주가 작성해야 할 부분’을 이미 보냈다면, 우리의 고용주 서
비스, PO Box 44144, Olympia WA 98504-4144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위험등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래에 제시된 등급에서의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을 당신의 회사가 보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십시오. 만약 어떠한 모순이 있다면
우리의 고용주 서비스 섹션, (360) 902-4817으로 알려 주십시오.
노동산업부
PO Box 44144
Olympia WA 98504-4144
청구 접수 고지
이 고지는 반드시 청구가 승인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고용주 성명

수신 :

청구번호
이 재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양식에 이 청구번호를 사용하시오

사고일자

UBI 번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험등급/고지일시/계정ID
F242-126-000 청구접수의 고용주 고지11-01

특급 우편
U.S. 우편요금 지불
OLYMPIA WA
PERMIT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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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반복적인 외상 질문지
노동산업부
클레임 섹션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91

반복적인 외상 질문지

청구자 성명

청구번호 :

산재발생일
/

1. 청구 제기 상황

3. 고용상태에 있을 당시, 당신의 증상이 당신의 일
을 방해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만약, 예라면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

2.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처음으로 안
시기는?
/
/
4. 당신의 건강이상이 당신의 직무로 인한 것임 5. 당신은 면밀한 진단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을 의사로부터 처음으로 통보받은 시기는? □예
□아니로
/
/
6. 당신의 건강이상이 직업상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의사의 이름과 주소:
시
주 ZIP+4
7. 당신의 건강에 대해 다른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만약 예라면
다음을 작성하시오.
의사의 이름과 주소
진찰일시
/
/
/
/
/
/
건강력
8. 당신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만일 예라면 건강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9. 당신에게 약물을 처방한 의사의 이름: 주소

시

주 ZIP+4

10. 당신은 청구를 제기한 동일한 신체부위에 □예 □아니오 - 만약 예라면 그 부상에 대해여
어떠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묘사하시오.
11. 당신은 청구를 제기한 동일한 신체부위에 □예 □아니오 - 만약 예라면 그 질병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질병을 앓은 적이
묘사하시오.
있습니까?

13. 당신 가족의 주치의 이름

가족력
주소

시

주 ZIP+4

14. 청구를 제기한 신체부위의 재발과 관련된 □예 □아니오 - 만약 있다면, 묘사하시오.
취미생활이나 여가시간 활동이 있습니까?
15. 당신이 하고 있는 다른 취미생활이나 여가시간 활동을 적어 주시오.
F242-016-000 (PDF) 반복적인 외상 질문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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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직업병 업무 경력
노동산업부
청구부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91

직업병 업무 경력

청구번호
이름
근무중 업무를 중단한 경우
시작
종료
월
연도
월

최초 근무일

연도

근무 중단 이유

고용 이력
최근 경력부터 순서대로 적으시오. 고용 연도와 월을 정확히 적으시오
주소 적을 공간이 필요하면 본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연결되는 다음
양식(F242-071-111)을 사용하시오.
사업주 이름
고용 시작일(월/년) 종료일(월/년)
사업주 주소
사업주 전화번호
소음, 반복되는 동작, 또는 화학물질에
도시
주
우편번호
노출되기 시작한 주당 시간을 적으시오
시간 :
담당 업무와 사용하는 장비 유형을 서술하시오
사업주 이름
고용 시작일(월/년) 종료일(월/년)
사업주 주소
사업주 전호번호
소음, 반복되는 동작, 또는 화학물질에
도시 주 우편번호
노출되기 시작한 주당 시간을 적으시오
시간 :
담당 업무와 사용하는 장비 유형을 서술하시오
사업주 이름
고용 시작일(월/년) 종료일(월/년)
사업주 주소
사업주 전호번호
소음, 반복되는 동작, 또는 화학물질에
도시 주 우편번호
노출되기 시작한 주당 시간을 적으시오
시간 :
담당 업무와 사용하는 장비 유형을 서술하시오
본인은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페이지 중
일자 :
서명 :
F242-071-000 직업병 근무 이력 5-00

부 록 421

【서식 20】직업병 보상청구에 대한 사업주의 할당
노동산업부
보험서비스국
청구 행정

직업병 보상청구에 대한 고용주의 할당
징후발생일

□ 한명의 고용주

청구번호

근로자 성명

□ 가능한 다수의 고용주

수신 : 고용주 서비스, MS : 4142
발신 :

진찰일

, 클레임 매니저

오늘날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위

□ 나는 근무경력을 획득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어떠한 고용주도 밝힐 수 없습니다. 6K
거부(고용주-피고용인 관계 형성 불가)를 발행해 주십시오.
□ 나는 고용경력을 획득할 수 없었으며 오직 마지막 고용주만 밝힐 수 있습니다. 근로
자에 의해 지목된 고용주에게 100% 책임을 지우는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성립시
켜 주십시오.
□ 나는 이번 청구를 직업병 청구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나는 근무경력을 첨부하며
책임을 져야 할 고용주를 지목합니다. 책임을 결정해 주십시오.
코멘트 :
인정된 상황 :

□ 나는 어느 고용주가 이번 청구에 책임이 있는지에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받았습
니다. 원래 근무경력이 :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수정된 근무경력 양식을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오)
이번 청구에 책임이 있는 고용주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RLOG를 작성해 주십시오.
코멘트 :

□ 나는 책임이 있는 각 고용주의 책임비율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원래
근무경력이 :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수정된 근무경력 양식을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오)
각 고용주의 책임비율을 밝혀 주십시오.
코멘트 :

F242-093-000 (PDF)

INDEX: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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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사례 의뢰 카드(case transfer card)
노동산업부
클레임 섹션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91
주의 : 주소가 윈도우 겉
으로 드러나도록 왼쪽 가
장자리에 나 있는 표시를
따라 세 번 접으시오.

청구번호.

귀하
노동산업부

본인이 의사를 변경한 날자

나의 사례를 의뢰해 주십시오.

의사명
보내는 사람 :

의사명

제공자 ID#

받는 사람 :

새 의사의 주소

시

주 ZIP

의뢰 이유
오늘 날짜

청구인 성명
주소
시

F245-037-000(PDF) 사례 의뢰 카드 11-00

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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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상담 의뢰(CONSULTATION REFERRAL)
노동산업부
Claims Section
PO Box 44319
Olympia WA 98504-4291
에게 : (청구인 성명)

환자 이력 요약 용도 :

성명 :

DOI :

작업의 성격 :

고용주 :

의뢰 □ 청구번호#
상담 □
최초치료일 :

사고 경위 또는 사고보고서의 사본 :
인정된 건강상태(진단) :
X-ray 결과 :
시간 손실 :
이 사고에 대한 이전 주치의 :
케어 제공 날짜(Care provided date) :
진척 날짜(Porgress to date) : (인정된 건강상태의 징후와 비교한 주․객관적인 결과를 포함할 것)

요청의사(requested by) : (주치의)
상담 이유

□ 의료적 문제
(Clinical issues)

약속된 사람 :

날짜 :
□ 120일 상담
□ 종료(Closing)
(120 day consultation)

날짜 :

□ 편지
□ 전화
□ 기타(Other)

시간 :

주치의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할 부분 **청구자** 주치의는 아래 부분을 오려내 청구자에게 보낼 것
약속된 사람 :
전화번호
날짜

시간 :

White-L&I Headquarters
** 나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나
Canary-Consultant prior to appointment date
의 청구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이익을 저
Pink-Attending Doctor
해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F245-299-000 상담 의뢰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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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재청구 요청
노동산업부
청구부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91

: 상태악화로 인함
노동산업부
자가보험
PO Box 44892
Olympia WA 98504-4892

근로자 정보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란에 기입하시오.

청구번호

유의사항 : 이 양식은 의학적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이용하는 것이며 귀하의 청구는 60
일 경과 후 끝날 것이다. 재청구가 결정되어 귀하의 청구가 재개설되기 전에 휴업급여
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상기란에 청구 번호를 적으시오. 본 요청서가
노동산업부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청구 신청에 관한 답변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귀하가 새로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관한 새 보고서를 작성하거
나 이 양식에서 직업병에 관해 기록하라.
4. 사회보장번호
2. 과거 청구에 사용된 이름? 3. 집 전화번호
1. 이름
□ 예 □ 아니오
‘예’라면 과거 이름을 쓰시오
5. 현주소
6. 우편 주소(집주소와 다른 경우)
7. 도시
주
우편번호
8. 도시
주
우편번호
9. 1차 재해일 /
/
10. 1차 재해 당시 사업주
13. 청구 종료 후 상태
12. 종료일
11. 현재 신체적 불편감
악화일
/
/
/
/
14. 이번 재해/질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신체부위
17.
귀하의
상태는 업무중 혹은 그 외의 상
16. 청구 종료 후 추가로 재해나 질병이
해나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습니까?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설명하시오 □ 예
□ 아니오
‘예’라면 설명하시오.
18. 청구 종료 후 상태 악화로 인해 어떠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라면 치료한 의사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시오.
19. 의사
전화번호
20. 의사
전화번호
주소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도시
주 우편번호
21. 다음 중 신청했거나
22. 현재 직업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23. 최종 근무일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아니오’라면 이유는? □ 퇴직 □ 해고
/
/
□ 실직 □ 공적부조
□ 작업능력 없음 □ 사직
□ 병가 □ 퇴직 연금
□ 장해 보험
□ 그 외의 산업보험 보상 해당된다면 설명하라.
28. 그 밖의 청구 종료 후 직업명이나 사
24. 현재 또는 과거 사업주
업주
주소
전화번호
도시
주
우편번호
25. 직업명과 업무
26. 직종
27. 현재 직장 근무기간
Note : 산업보험 급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부서 기재
받을 것이다. 본인은 상기 진술이 진실임을 밝힌다. 이 양식에 서명
함으로써 의사, 병원, 의원, 또는 의학 정보를 가진 기관이 노동산업
부 또는 자가보험사에 본인의 의학정보를 공개할 것을 허락한다.
일자
/
/
청구인 서명
F242-079-000 application to reopen claim 5-97 OVER FOR DOCTOR'S INFORMATION
15. 청구 종료 당시 치료한 의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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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보(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적으시오.)

청구 번호

이 양식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노동산업부로 보내 주십시오. 이는 현재 의학적 상
태의 악화가 과거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
다. 재청구는 과거 청구 종료 후 인정된 상황의 악화가 있을 경우, 그리고 기존
질병 등이나 새로운 재해와 상관없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 양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 비용이나 진단에 관해서는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산업부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노동사업부의 재
청구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재청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도
록 모든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주소로 발송해 주십시오. 이 양식
에 청구서를 첨부하지 마십시오.
1. 환자의 현재 증상
3. 현재 증상들은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
2. 청구 종료 후 상기 증상으로 처음 환
한 것인가/
자 진료한 일자
/
/
□ 예 □ 아니오
4a. 청구 종결 후 산재나 직업병의 증상 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병
력, 검진, 검사결과 등을 서술하시오.
4b. 산재나 직업병의 악화를 보여주기 위해 어떠한 자료와 비교하였는가?
□ 청구 종결시 의사 □ 과거 의사의 의견
□ 과거 진료 기록 검토 □ 기타
5. 현재 상태로 인해 환자는 일을 할 수 없는가?
6. 현재 장애의 시작일
□ 예 □ 아니오 ‘예’라면 근무할 수 없는 일수 :
/
/
7a. 신체적 제한/업무를 할 수 없는 제한점을 서술하시오.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
공하시오.
7b. 환자가 일부 변형되거나 다른 업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까?(가벼운, 앉아서
하는 일 또는 시간제 업무)
8.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요인들을 열거하시오.
9. 특별한 치료 계획은 무엇인가? 예상되는 회복 기간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을 포함하시오.
10. 검진에 의한 진단명
ICD 진단 코드
□□□.□□
□□□.□□
□□□.□□
이 서식을 완전히 채우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F242-079-000 귀하의 기록 보관을 위해 본 재청구 요청서를 복사하여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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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자격신고서
노동산업부
연금 급여
PO Box 44281
Olympia WA 98504-4281

날짜 청구번호 폴리오번호

섹션 1 : 보험서비스에 의한 완전장해근로자급여용
지난해 근로를 했습니까? 예라면, 언제 일을 고용주 이름
□ 예 □ 아니오
시작했습니까?
변화유형(배우자사망, 이혼,
주당 근로일수 주당 근로소득 결혼상태의
결혼 등)과 변화발생일 만약 있다면 :
$
□ 변화 없음
당신의 보호와 후견을 받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이름

의존상태를 변화시키는 부양자
녀의 지위의 변화, 즉 사망, 결
혼 혹은 후견의 변화는 반드시
신고되어야 함. 만약 마지막
신고서 제출 이후에 변화가 생
겼다면, 아래를 완성할 것: 피
부양자 성명, 변화발생일과 부
가설명

□ 우편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체크할 것
여기에 변경주소를 기입하시오.
주의 : 연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 이 양식은
완성되어 다시 제출되어야 함. 필요한 정보를 기
입하고 서명한 뒤, 즉시 제출할 것.

섹션 2 : 산재보험에 의한 후견인 급여용

후견인의 정의에는 연금을 받았으며 재혼 이후에도 받고 있는 과부/홀아비를 포함함. 이 사람은 지
금 부양아동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음. 이 정의는 또한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그리고 근로자
의 피부양인의 후견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포함함.
피후견인 상태의 변화, 즉 사망, 결혼 혹은 후견인의 나는 (
)의 후견인입니다 :
변화 등은 즉시 신고되어야 함. 만약 마지막 신고서
제출 이후에 변화가 생겼다면, 아래를 완성할 것 :
후견인의 이름, 변화발생일과 부가설명
피후견인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섹션 3 : 산재보험에 의한 과부 또는 홀아비 급여용
재혼했습니까? 만약 예라면, 날짜
나는 사망근로자의 □ 아내 □ 남편입니다. 당신은
□예
□ 아니오
당신은 마지막 신고서 제출 이후 범죄로 인해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만약 예라면, 언제?
어디서?
당신의 보호와 후견을 받는 18세 미만의 부양아동의 이름
의존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피부양아동의 상태의 변화, 즉 사망, 결혼 혹은 후견인의 변화
등은 즉시 신고되어야 함. 만약 마지막 신고서 제출 이후에 변화가 생겼다면, 아래를 완성할
것 : 피부양인의 이름, 변화발생일과 부가설
당신의 진술이 당신의 월 급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 결혼, 의존상태의 변화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급여를 지속시키기 위한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의 진술이 사실임을 신고합니다.
서명하시오(예를 들면, John Doe X.)
사회보장번호(ID만)
전화번호#
여기에 증인의 서명을 하시오.
거주지 주소(우편수령 주소와 다를 경우)
만약 공간이 충분치 않다면 별도의 종이를 첨 시
부하시오.
날짜

F242-173-000 자격 신고서 10-02

주

ZIP
서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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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배우자․자녀에 의한 연금청구서
노동산업부
보험서비스국
PO Box 44282
Olympia WA 98504-4282

배우자․자녀에 의한
연금청구서

빠른 서비스를 위해 모든 질문에 답하시오.
사망근로자
사망근로자 성명
결혼일

출생일
재해일

부검 여부
□예
□아니오
영안실

사망 당시 의사

사망일

사망장소(작업장, 집, 병원 등)

사망원인
재해당시 사업주

주소
시

청구번호 #.
사망근로자의 사회보장번호

주소
주

ZIP+4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배우자 성명

시

주

출생일

ZIP+4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시

주

ZIP+4

우편수령 주소

시

주

ZIP+4

별거시 그 날짜

별거 이유

사회보장번호(ID만) 사망근로자와 이혼시, 이혼날짜

근로자 사망 후 재혼시, 재혼날짜

당신은 미국시민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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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근로자의 피부양자녀 또는 양자녀
후견인
이름(이름, 성) 출생일
성별
후견인 성명

사회보장번호(ID만)

주소
시
전화번호

주
약속 날짜

ZIP
출생일

첨부서류 :
A. 사망증명서 사본
B.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C. 후견인은 후견편지(Letters of Guardianship)나
보호명령(custody Order)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에 있거나 학교에 전일제로 등록 D.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
한 자녀가 있습니까?
E. 18∼23세의 자녀가 학교(accredited school)에
□ 예 □ 아니오 만약 ‘예’라고
전일제로 등록한 경우, 그 증거

18∼23세의 자녀 중 주정부 시설

답했다면, 증거를 제출하시오.

F. 양자녀에 대한 법적 서류 사본

산업보험(Industrial Insurance) 급여를 받음에 있어 잘못된 진술을 하는 사람은 민사
상의 혹은 형사상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워싱턴주의 법에 따라 이 내용들이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선서합니다.
오늘 날짜

배우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

F242-056-000 배우자 또는 자녀에 의한 연금신청서-영어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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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6】학교등록 증명서
연금급여 섹션
노동산업부
PO Box 44281
Olympia WA 98504-4281

학교등록 증명서
이 양식은 학교측에서 작성해야 하며 매 분기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 : (360) 902-5119
팩스 : (360) 902-5156
A 파트 - 학생이 작성할 부분
근로자 성명
학생 성명

폴리오 번호

청구번호

전화번호
(
)

사회보장번호(ID만)

학생 주소

새로운 주소가 있다면
여기에 체크
□
주 ZIP+4

시
결혼한 적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예라면 결혼날짜 :
군대에 간 적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예라면 날짜 :

나는 전일제 학생으로서의 나의 지위에 변화가
있거나 결혼을 하거나 입대한다면 즉시 담당부
서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다지급
을 피할 수 없어 지위가 변경된 그 날부터 지
불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날짜
학생 서명

B 파트 - 학교 사무원이 작성할 부분(학적담당 사무원 선호)
위의 학생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래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
학교명:
학교의 우편주소:
시
분기시작일
등록 및 등교 사항
□ 전일제 학생
코멘트:

학교 직인

주 ZIP+4
분기종료일
□ 시간제 학생

크레딧으로 등록
예상되는 졸업일

학교 사무원의 공식이름
직함
전화번호
(
)
서명

F242-055-000 (PDF) 학교등록 증명서 1-97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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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7】피부양자에 의한 연금청구서
노동산업부
보험서비스국
PO Box 44282
Olympia WA 98504-4282

피부양자에 의한
연금청구서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청구번호 #.
사망근로자의 사회보장번호

사망근로자
사망근로자 성명

출생일

재해 발생일
부검 여부
하나에 표시
영안실

사망일
예
□

아니오
□

사망 장소
사망원인
재해당시 사업주

주소
시

사망 당시 의사

주소
주

ZIP+4

시

주

ZIP+4

사망근로자는 기혼입니까? 결혼날짜
배우자 사망시, 사망일 배우자와 이혼시, 이혼날짜 배우자와 별거시, 그 날짜
□ 예 □ 아니오
사망근로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 배우자 또는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었습니까? □ 예
□ 아니오
피부양 청구인(부모는 반드시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
이름(성, 이름, middle)
출생일
전화번호
피부양자의 거주지 주소

시

주

ZIP+4

피부양자의 우편수령 주소

시

주

ZIP+4

이름(성, 이름, middle)

출생일

전화번호

피부양자의 거주지 주소

시

주

ZIP+4

피부양자의 우편수령 주소

시

주

ZIP+4

사망근로자와의 관계

다른 피부양자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다른 피부양자는 누구입니까?
피부양자는 아래의 모든 당신은 언제부터 사망근로자의 피부양인이었습니까?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떠한 이유(육체적/정신적/인지적)로 당신은 사망근로자의 피부양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의 주치의가 당신의 건강상태에 관한 소견을 보냈
다면, 이 청구서에 첨부하시오.
당신의 소유재산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
작년 한해 동안 당신의 총소득은 얼마 각각의 소득원별 소득액을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였습니까? ＄
당신은 미국시민입니까?
□예
□ 아니오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어느 나라의 시민 (만약 당신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
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면 시민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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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작년 한해 동안 일을 한 얼마나 벌었습니까?(How much?)
일할 동안 임금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per
사망근로자가 사망하기 직전 1년 동안 당신에게 지급한 총 금액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오.
금액
날짜
어떠한 방법으로 금액
날짜
어떠한 방법으로
＄
＄
＄
＄
＄
＄
＄
＄
＄
＄
＄
＄
＄
＄
사망근로자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살았습니까?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주거와 식사
□ 예 □ 아니오 □ 가끔씩
를 위해 어느 정도를 지불했나요? ＄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무엇입니까?
후견인(만약 피부양자가 무능력자라면 청구서는 후견인에 의해 적절한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함)
후견인 성명
전화번호#
약속 날짜
출생일
주소

주

ZIP+4

후견인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첨부서류
A. 사망증명서 사본
B. 지원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C. 후견인은 후견편지(Letters of Guardianship)나 보호명령(custody Order)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D. 위에서 당신이 진술했던 금액을 당신이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수표 사본, 은행 증명서,
편지 또는 기타 문헌
E. 당신이 육체적/정신적/인지적 결함을 가져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가족주치의에 의한 증명서
다른 지시사항 :
노동산업부는 이 청구서를 받는 즉시 주치의나 검시관 또는 장의사에 의한 사망보고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다른 증거들을 요구하고 입수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청구서는 결정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실들이 있다면 적으십시오.

서약
날짜
공증인

위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며 어떠한 사실도 숨김이 없습니다.

주소

오늘 날짜

후견인 서명

나의 임수 완성

오늘 날짜

피부양자 서명

F242-062-000 피부양자에 의한 연금청구서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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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8】항소고지서
산재보험 항소 위원회(Board of Industrial Insurance Appeals)
PO Box 42401 Olympia, WA 98504-2401
항소 고지(NOTICE OF APPEAL)
공고 :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RCW 42.17.260(1)에 의한 공고에 의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근로자 보상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노동산업부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 양식을 이용하여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동
산업부의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산재보험 항소 위원회에 이의를 제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위의
주소로 메일을 이용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짜 : ________: 항소주체 __청구권자(Claimant) __수혜자(Beneficiary) __의사 __고용주
청구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L&I 청구번호: _______________
나는 (날짜)

일자 노동산업부의 결정에 항소하기를 원합니다. [사본 첨부]

사고 발생(또는 직업병 발병) (날짜) _________, (위치)___________
사고/질병 종류
나는 노동산업부의 결정에 불복합니다. 그 이유는 :
나는 다음과 같은 구제를 원합니다 :
사고 당시 고용주의 성명 :
고용주의 사업상 우편수령 주소(주 사무실)
주소 :
시:
시:
스트리트 :

Zip :

나는 다음의 장소에서 소송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시명) 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위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서명)
이름 : (Please Print)
전화번호 : (집)
(사무실)
사회보장번호 :
주소:
시:
스트리트 :
ZIP
위원회는 당신의 항소와 관련하여 당신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
신에게 전화가 없다면 친구나 친척의 전화번호를 적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연락처가 바뀐다면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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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9】기업항소 고지서
산재보험 항소 위원회(Board of Industrial Insurance Appeals)
PO Box 42401 Olympia, WA 98504-2401
기업 항소 고지(FIRM NOTICE OF APPEAL)
만일 당신이 산재보험료, 근로자 구분 그리고 보험료율 등의 사정과 관련하여 노
동산업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이 양식을 사용하여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동산업부의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산재보험 항소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위의 주소로 메일을 이용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짜 :_______________:
회사명(Firm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번호 __________
나는 (날짜)

일자 노동산업부의 결정에 항소하기를 원합니다. [사본 첨부]

나는 노동산업부의 결정에 불복합니다. 그 이유는 :
우리 회사는 다음과 같은 구제를 원합니다 :
회사명 :
사업상 우편수령 주소(주 사무실)
시:

스트리트 주소(또는 PO Box) :

주:

Zip :

나는 다음의 장소에서 소송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시명) 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위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서명)
이름 : (Please Print)
전화번호 : (집)
성명 :
주소:
시:

(사무실)

주

ZIP

위원회는 당신의 항소와 관련하여 당신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전화가 없다면 친구나 친척의 전화번호를 적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연락처가 바뀐다면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34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서식 30】보상청구 정보유출 위임서
노동산업부
클레임 섹션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91

보상청구 정보유출의 위임
청구번호.

이 양식의 항목들은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
, 아래의 사람을 나의 권한대행(대리인)으로 지명합니다.
나는,
나의 대리인
대리인 성명(프린트해 주세요)
전화번호
(
)
주소
시

주

ZIP+4

맞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 나는 위에서 언급한 대리인에게 나의 보상청구 파일을 위임합니다.
□ 나는 오늘부터 앞으로 나의 보상청구 파일, 점검 등에 관한 우편물 수령을
위에서 언급한 대리인의 주소로 변경합니다.
□ 나는 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보상청구 파일로부터 다
음의 사항들에 관한 나의 정보가 대리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비의료적 기록”, “1977년 2월 4일의 패널 검사” 등): 아
래에 제한점을 기록해 주세요.
□ 나는 주법에 의해 정의된 성병(STD)이 있다면 그에 관한 정보의 유출을
위임합니다.

이 위임은 청구자가 서면으로 무효를 요청할 때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날짜
시

주

전화번호
( )
ZIP

근로자 주소
근로자 서명

101-010-000 (PDF) 보상청구 정보유출의 위임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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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보상청구 정보 요청서
노동산업부
클레임 섹션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91

보상청구 정보의 요청
(근로자, 근로자의 대표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표가 작성)

노동산업부
이 양식의 항목들은 모두 채 청구번호.
자가보험
PO Box 44892
워져야 합니다.
근로자 성명
Olympia WA 98504-4892
요청하는 사람 성명
□근로자
□기타
날짜
전화번호
주소
시

주 ZIP
맞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 나는 나의 보상청구 파일을 요청합니다.
□ 나는 나의 보상청구 파일에서 아래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1977년 2월 4일의 패널 검사” 등) 아래에 열거하십시오.
□ 나는 위에 기재된 근로자의 대리인으로서 보상청구 파일을 요청합니다. 나는
파일에 비밀정보가 담겨 있으며, 그 파일의 정보를 사용함에 따르는 모든 책
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위임은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 파일 상
□ 첨부됨
□ 나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으로서 위에 기재된 근로자의 보상청구
파일을 요청합니다. 나는 파일에 비밀정보가 담겨 있으며, 그 파일의 정보
를 사용함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담당부서 기재사항 :
요청에 대한 조치사항

조치 날짜

조치를 취한 자의 성명

F101-010-111 (PDF) 보상청구 정보의 요청 2-00

부서/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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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2】육체적 능력에 대한 의사의 평가
노동산업부
클레임 섹션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91

육체적 능력에 대한
의사의 평가
청구 번호

청구자 성명

주의 : 청구자에 대한 당신의 의학적 판단과 다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항목들에 응답해 주십시오. 당
신이 응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N/A로 표시해 주십시오. 비율은 근로일 1일을 의미합니다.
Ⅰ. 하루 8시간 근무에, 근로자는 : (각각의 활동에 대한 능력에 동그라미해 주십시오)
한번에 총(시간)
8시간 동안 총(시간)
A) 앉을 수 있다. 0 1/2 3 4 5 6 7 8
A) 앉을 수 있다. 0 1/2 3 4 5 6 7 8
B) 설 수 있다.
0 1/2 3 4 5 6 7 8
B) 설 수 있다.
0 1/2 3 4 5 6 7 8
C) 걸을 수 있다. 0 1/2 3 4 5 6 7 8
C) 걸을 수 있다. 0 1/2 3 4 5 6 7 8
Ⅱ. 근로자는 들 수 있다 : (바닥으로부터 혹은 머리위로와 같은 지시사항을 서술하시오)
Ⅲ. 근로자는 옮길
절대로
거의 못함
가끔씩
자주
계속해서
수 있다.
(0∼1%)
(2∼23%)
(34∼66%)
(67∼100%)
들기 옮기기
들기 옮기기
들기 옮기기
들기 옮기기 들기 옮기기
A) 5 lbs 미만
B) 6∼10 lbs
C) 11∼20 lbs
D) 21∼25 lbs
E) 26∼50 lbs
F) 51∼100 lbs
Ⅳ.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순한 쥐기
밀고 당기기
A) 오른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B) 왼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미세한 제작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을 사용할 수 있다 :
오른발
예
아니오
왼발
예
Ⅵ. 근로자는 할
수 있다.
A) 구부리다
B) 웅크리다
C) 무릎구부리다
D) 포복하다
E) 오르다
F) 어깨위 닿다

거의 못함
(0∼1%)

전혀

Ⅶ.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제한 :
A) 비보호 높이
B) 움직이는 기계 옆에 있기
C)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
D) 자동화 기계 작동
E) 먼지, 연기, 가스에 노출(제한)

예

가끔씩
(2∼23%)

아니오

자주
(34∼66%)

아니오
계속해서
(67∼100%)

만약, “예”라면, 설명하시오 :

기타 의견(위의 사항에 관해서, 또는 다른 기능적 제한들에 대해서) :
만약 수행에 기반한 능력 평가가 요청된다면, 근로자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아니라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F242-022-000(PDF) 육체적 능력에 대한 의사의 평가

날짜

의사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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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3】IME 지원서
노동산업부
Provider Review & Education
PO Box 44322
Olympia WA 98504-4322
복사해서 아래의 사항들을 채우시오.
성명

DDS personal L&I provider No.
□
우편물 수령 주소
전화번호
( )
시
주
ZIP+4
팩스번호
( )
사무실 위치(우편물 수령 주소와 다를 경우)
E-mail 주소
시

MD DO
□ □

APPROVED IME(Independent Medical Exam)
EXAMINER 지원서
노동산업부의 승인 IME examiner 리스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지원서를 작성하시오.

주

DC
□

DPM
□

ZIP+4

마이크로피쉬를 받아들이겠는가?
□ 아니오 □ 예
당신은 어떤 주나 국가에서 사용할 면허에 어떤 당신은 범죄행위나 경범자로 책임을 진 적이
charges/action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있었다면 그 사본을 첨부하시오. □ 아니오 □ 예 별지에 상세히 적으시오.
당신은 어떤 주나 국가에서의 hospital privileges가 변경되거나 철회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별지에 상세히 적으시오.
전공분야 :
부전공 분야(있다면)
당신이 IME‘s를 수행하고 싶은 지리학적
․당신은 직접 환자를 돌봅니까(IME's 제외)?
위치는?
□ 아니오 □ 예 만약 그렇다면, 다음에 표시하시오 :
□ 전일제
□ 파트-타임, 지난 2년 동안 평균
시간/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의 목록
만약 파트-타임이라면, 당신 practice의 성격, 위치, 시
간에 대해 기술하시오.
․당신은 hospital privileges가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있다면, 병원의 이름과 도시는?
약물과 수술, osteopathic 약물과 수술, podiatric 약물과 수술, 주의 : 당신의 커리큘럼 vitae, 의사
그리고 치과의술 면허가 있는 의사는 아래를 완성하시오.
면허증, board 증명서의 사본 첨부
I am certified by a board recognized by :
□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
Name of Board(s)
□ American Bureau of Osteopathic Specialties
Name of Board(s)
□ American Board of Podiatric Surgery
□ American Board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 기타
□ I have completed a fellowship(s) in :
주의 : 당신의 커리큘럼 vitae,
chiropractic 면허증의 사본 첨부
□ I have served as an approved L&I chiropractic consultant for at least two years : From
to
□ 나는 노동산업부로부터 승인받은 워싱턴주 impairment rating course를 이수했다. 날짜
□ 나는 지난 24개월 동안 노동산업부의 Chiropractic Consultant 연례모임 또는 IME Examiners seminar에 참석하
였다.
날짜
chiropractic 면허가 있는 의사는 아래를 완성하시오

F245-005-000(FPDP) approved examiner application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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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재보험, 규제 및 정책, 손상등급, IME's의 수행, 산재 사고 및 질병 분야에서 지난 3년 동
안의 CE credits을 열거하시오.
날짜
과정명
시
주
credit 시간
WAC 296-23-26503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S EXAMINER
medical director가 의사를 승인된 examiners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중지하고 또는 제거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medical director는 의사를 승인된 examiners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중지하고 또는 제거함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 하지만 이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Board certification ;
(2) 검사행위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불평(WAC 296-23-26506을 보시오) ;
(3) Disciplinary proceedings of actions ;
(4) 전문분야에서의 임상경험 ;
(5) 의료적 선택과 근로자에 관계된 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구체화하는 능력 ;
(6) 보고의 질과 시기적절성 ;
(7) 노동산업부와 자가보험자의 지리적 필요 ;
(8) 노동산업부, 근로자, 고용자를 위한 테스트의 가능성과 의도성 ;
(9) 검사와 관련된 노동산업부의 의료비의 수용
나는 IME로서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나는 나에게 속한 모든 경우에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시의적절한 의료적 결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근로자들이 존엄하고 존경스러운 존재로서
취급받는 것이 노동산업부의 기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수행이 나의 진찰과 보고의 질에 의해서 측정되며, 나의 권고가 관련 당사자에게 좋은
것으로 또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지의 여부로 인해 측정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의
뢰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의뢰를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내가 평가를 수행한다면, 나는 워싱
턴주의 산업보험법에 근거하여 그 사례의 의학적 사실들에 관해 테스트하고 질문들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완전히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승인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장해등급체계에
대해 계속해서 정보를 얻으며, 법정 산재보험, 규제 및 정책, 손상등급, IME‘s의 수행, 산업재해 및
질병 등의 분야에서 계속교육을 3년마다 적어도 12시간을 수행함으로써 나의 자질을 유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검사의 참석이나 부재 또는 보상의 잠재적인 크기 등에 나의 발견을 연관시키지 않을 것입니
다. 만약 나의 결정에 대해 재정적인 보상을 제안받는다면, 나는 그 사례를 거절하고 그 상황을
Medical Director의 노동산업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나는 노동산업부와 자가보험자(self-insurers)를
위해 수행한 검사가 발표된 요금 체계에 따라 보상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면허, 전문분야 그리고 나의 능력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Labor and Industries Medical Directors에게 보고하고,
charges 또는 마지막 명령의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1) 법정, 위원회 또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나의 면허에 어떠한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금지, 연
기, 취소 또는 제한이 가해질 경우 ;
2) 나는 법정, 위원회 또는 행정기관 등에 의해 범죄, 경범죄, 중죄 또는 규칙위반의 책임이 있다 ;
3) 나는 법정, 위원회 또는 행정기관 등에 의해 범죄, 경범죄, 중죄 또는 규칙위반으로 선고받았다 ;
나는 다음의 사항을 이해합니다.
․나의 실천 또는 면허 그리고 그런 종류의 최근의 또는 실행된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생
긴다면 나는 노동산업부에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
․만일 내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나는 IME examiner로서 승인받지 못할 것이다.
․IME를 계속 수행할 특권을 보장되지 않는다.
․승인된다 하더라도, 나는 WAC 296-20-015와 WAC 296-23-26503에 속하는, 물론 이것에 한정되
지는 않지만, 이러한 요인들에 근거하여, 예를 들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거나 하는 이유 등
으로 언제라도 examiner 리스트에서 제거될 수 있다.
Attach a current copy of your
날짜
서명
Washinton, Oregon or Idaho
license to practice and
curriculum vitae
F245-005-000(FPDF) approved examiner application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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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4】직무변경 보조 신청서
우편 완성 신청서 양식, 수신 :
노동산업부
클레임 섹션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01

신청서 양식에 대한 매각인

사고발생일

산재근로자 성명
직업재활 상담자/직무변경 상담자

청구번호

인정된 진단

기업명

제공자 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

주

ZIP+4

근로자의 직무명
고용주 성명

전화번호

직무변경 묘사
각각의 비용
장비

구비 서류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L&I 제공
□직무변경 서술식 보고 자 번호
만일 장비 매각인이 L&I 제공자 번
서 또는
□직무변경 상담 보고서 호를 갖고 있지 않다면－제공자 계
정 (360)902-5140으로 전화하시오.
그리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보유와
□입찰(필요시)
직무변경서비스에 대한 진술”양식
(F245-030-000)을 제출하시오. 승인
그리고
된 신청서의 사본 첨부
□고용주 동의서
매각인 성명:

도구
기｣타
조립, 장치, 운반
세금
총

$

$0.00

고용주의 비용부담분
주기금 또는 자가보
험의 비용부담분
날짜 직업재활상담자 서명
채무를 사용할 경우
날짜

주소
도시
제공자 번호

주

ZIP+4
전화번호

고용주 서명(비용충당에 기여한다면)

□승인
□허가번호(0380R)
□허가양
□불승인
entered on AUTH
entered on CLOG
관계당국 서명

F245-346-000 (W) 직무변경 보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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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52주
근로복귀계획 시간
노동산업부
방해물(encumbrance)
본 양식은 주정부의 의뢰를 받은 직업재활상담원 □ Original
□Modification
이 작성하여야 한다.
요청일
청구번호

【서식 35】최초 52주 근로복귀계획 시간 방해물

직업 상담원

VRC #

직업 상담기관명

전화번호

재해 근로자 이름 재해일

주소

의료인 #와 지부

집주소

전화번호

도시/주

우편번호

도시/주

우편번호

요청 유형

요청된 계획일

□ Origial
□ Modification
□ 비용 변화
□ 시간 변화
□ 목표 변화
□ 훈련장소 변화
□ 기타

□ 바람직한 시작일자, 최초 52주
□ 개시일 변경
□ 계획 중단일

목표

DOT

방법

훈련기관

연락인

서명일

VRC #

VRC 서명

□ 계획 재개시일
□ 연속되는 시간 손실
□ LEP 개시일

□ LEP 종료일
□ 종료일, 최초 52주
□ 비승인 계획의 개정 □ 조기 계획 종료
Census
전화번호

노동산업부

해당 부서
청구 관리자
서명일
□ 승인
□ 비승인

전화번호

서명

F245-353-000 (FPDF) 1st 52wk rtw plan time encumbrance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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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6】기능경과 서식(FUNCTIONAL PROGRESS FORM)
노동산업부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91
주정부 기금 청구를 위해 이 양식을 상기 주소로 보내거나 자가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자기보험사에 직접 보내시오.
담당 의사는 환자의 경과 기록을 위하여 이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환자가 기능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1. 사무실 방문시에 환자의 기능적 진전을 기록하기 위하여 이 양식을 이용하라.
2. 사업주가 가벼운 업무 또는 일부 변형된 작업을 찾도록 이야기하라. 작업 변형을 위
해 $5,000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3. 청구 관리자 또는 간호 컨설턴트의 도움을 요청해라.
4. 환자가 최대한 호전되었을 때: 의뢰할 것을 고려해라. 또는 장해율을 측정하거나 독
립적 의학진단을 받도록 노동산업부에 요청해라.
5.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안내책자를 참고하라.
환자이름
재해일
청구번호
사업주 연락처, 전화번호
직업상담원, 전화번호
청구관리자, 전화번호
간호 컨설턴트(노동산업부), 전화번호
아편제 투여가 이뤄지는 진단명

치료개시일
/
/

그림 1. 통증 (아편 사용할 경우의 보고를 위한 보조 양식)

10=가장 10
심한 통증

8
6
4
2
0=통증없음
0

10=재해전
기능수준 10

방문일자

8
6
4
0=심각한기 2
능손상 0

5=재해후
부분회복

그림 2. 기능 향상 요약 : (오피오이드 취급시, 이 평가는 #6b의 질문, ‘오피오이드
향상 보고 보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음)
F245-363-000 functional progress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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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7】감독(supervisor)의 사고보고서
이것은 당신의 기록입니다. 당신의 파일에 보관하시오.
보고일

산재근로자의 성명

고용기간
부서(department)
공장에서(at plant)
직무에서(on job)

나이
□머리
□눈
□몸통
□팔
참고 :
사고일

□손
□다리
□발가락
□장기
시간

□상처
□염좌
□탈장
□골절
참고 :
부서

과(section)

□절단
□사망
□lost time
□화상
□응급조치만(first aid only)
□foreign body
□skin(업무상) □의료적 치료의 지연으로 인해서
참고 :
정확한 위치

목격자
사고경위 : 기계, 장비, 물건 또는 관련물질 등 모든 사항을 기재하시오. 필요하다면 뒷면을 사용하시오.
원인 : 기본적 원인에는 ⌧표시
유발원인(contributing cause)이 있다면
안전하지 않은 환경
안전하지 않은 행동
1□ 부적절한 보호
1□ 무허가 작동
2□ 비보호
2□ 안전하지 않은 속도로 작동
3□ 불완전한 도구, 장비, 물질
3□ 안전장치 미가동
4□ 안전하지 않은 다자인 또는 구조
4□ 안전하지 않은 장비사용, 장비의 잘못된 사용
5□ 위험한 배열
5□ 안전하지 않은 적재, 위치, 혼합
6□ 안전하지 않은 조명
6□ 안전하지 않은 위치
7□ 안전하지 않은 환기
7□ 움직이는 것 또는 위험한 장비 위에서의 작업
8□ 안전하지 않은 의복
8□ 주의산만, teasing, horse play
9□ 불완전한 지시
9□ 개인보호장비 미사용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 취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체적 장해가 있습니까?
이전 산재경험 횟수
교정행위
위에 표시한 원인에 근거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교정행위를 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행동
안전하지 않은 환경
만약, 감독(supervisor)이 처리할 수 없다면,
□ 1 근로자 멈춤
□ 1 제거
5. 권고 (a) □ 사장에게 또는
□ 2 그 직무에 대한 학습
□ 2 보호
(b) □ 안전위원회(safety committee) 또는
□ 3 지시
□ 3 경고
(c) □ 관리과(maintenance department) 등
(지시-시연-연습-체크) □ 4 훈련
(d) □
□ 4 follow up
(supervisory training)
6. follow up
□ 5 집행
유사한 재해를 막기 위해 실제로 내가 한 일은
더 권고할 사항은
서명

직속 supervisor 또는 현장주임
F417-048-000 감독의 사고보고서

공장장(plant manager) 또는 supt.에 의한 권고
노동산업부 WISA SERVICE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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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신이 목격한 것을 서술하시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주위환경
또는 작업장 배치 그리고 주위환경과 관련한 산재근로자의 위치 등에 대해 서술하시
오. 또한 그러한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가능하다면 현장
의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하시오.

2. 지난주에 당신이 목격한 어떠한 사고가 있다면 서술하시오.

3. 지난주에 당신이 목격한 안전하지 않은 과정이 있다면 보고하시오(안전하지 않은 과
정뿐만 아니라 인간행위도 물리적 위험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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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8】직업재활계획(VOCATIONAL REHABILITATION PLAN)
청구 번호 :
이
름:
Ⅰ. 업무 복귀 우선순위:
A. 본 계획을 적용하기 위한 RCW의 우선순위 "( )".
B. 각각의 업무 복귀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RCW 51.32.095(2)와 WAC 296-19A-100 (2).
a) 동일한 사업주의 이전 업무로 복귀:
b) 동일한 사업주이나 이전 업무의 일부 변형:
c) 동일한 사업주이나 신체적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
d) 동일한 사업주이나 업무가 달라진 경우를 포함한 새로운 업무의 일부 변형:
e) 새로운 사업주이며 이전의 업무를 변형:
f)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운 업무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g) 새로운 사업주와 일하며 새로운 업무의 변형:
h)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사업주와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의한 창업
I) 단기 재훈련과 직업 배치:
Ⅱ. 직업 목표 선택의 근거
직업 목표와 재훈련 계획은 (날짜
된다.

)에 노동산업부의 재활 컨설턴트가 배치되고 구두 승인을 받게

Ⅲ. 기술과 능력
첨부된 교육과정/OJT 동의서를 보시오. 또한 WAC 296-19A-100 (e)를 참고하시오.
Ⅳ. 신체적:
첨부된 인정된 직업분석 및 WAC 196-19A-090 9(3), WAC 296-19A-100 (f)을 참고하시오.
Ⅴ. 적성
첨부된 시험 결과 및 WAC 296-19A-090 (4)를 참조하시오.
Ⅵ. 비용과 시간
WAC 296-19A-090 (2)를 보시오.
예상 비용:
직업 코드 항목 비용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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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시오.
Ⅶ. 교통(해당되는 경우)
Ⅷ. 노동시장 정보
WAC 296-19A-100 (2)와 WAC 296-19A-140을 참조하시오.
포함될 내용:
o 근로자가 현재 가진 훈련 과정 및 기술과 관련된 직업 목표의 최소 자격과 주요 기능에 관한 분석
o 고용/전직 및 임금에 관한 요약, 인정된 JA와 관련하여 권장되는 목표에 대한 신체적 능력에 관한
정보 요약
o 노동 시장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
Ⅸ. 추가될 내용(선택):
Ⅹ. 첨부 :
A. 책임성
B. 노동 시장 연결/ 정보
C. 교육과정/OJT 동의서
D. 적성 서류
E. 승인된 직업 분석
F. 첨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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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Ⅳ>

일본의 보험급여 관련 서식(예)
【서식 39】요양보상급부적인 요양급부청구서
양식 제5호(앞면)

요양보상급부적인 요양급부청구서

장표종별
①관할국서
②업통별
③보류
④접수년월일
※□□□□□
□□□□
□
□
□□년 □□월 □□일
표 -- ⑤노동보험 부현 소장 관할 기간번호 지번호 ⑥ 처리구분
⑦지급, 부지급결정 연월일
번호
□□ □ □□ □□□□□□ □□□
□□
□□년□□월□□일
준
⑧성별(1남 3여) ⑨근로자 생년월일
⑩부상 또는 발병 연월일
⑪채용연월일
자
□
□원호□□년□□월□□일 □□년□□월□□일
체
(1명치 2대정 5소화 7평성) 1-9년,1-9월,1-9일은 오른쪽에 ※□□년□□월□□일
로 -⑬3자 ⑭특질 ⑮특별가입자
이름(가타카나) : 성과 이름 사이는 1자 띄워 기입해 주세요 ※□
□
□□
□□□□□□□□□□□□□□□□□□
기
1자3노5기타 1특정질병
⑫ 이름
입
(
세) ⒃부상 또는 발병시각
노
해
오전
시
분경
동 주소
주
오후
자
세
의
⒔재해발생사실확인한 자 직명, 씨명
요
직명 :
이름 :
직종
⒕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떠한 사물 또는 환경
에서 ㈃어떠한 불안전한 또는 유해한 상태가 있어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기입할 것
명칭 :
전화번호
⒖지정병원 등의 명칭 소재지 :
우편번호
⒗ 상병부위 및 상태 :
⑫의 자에 대해서는 ⑩, ⒃ 및 ⒕에 기재한 것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명칭 :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
우편번호 :
사업주씨명 :
인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이름)
근로자의 소속사업장
명칭․소재지
전화번호 :
( 국번)
(주의) 근로자의 소속사업장 명칭․소재지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소속하는 사업장이 일
괄적용의 취급을 하고 있는 지점, 공장, 공사현장 등의 경우에 기입해 주세요.
상기와 같이 요양보상급부적인 요양급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노동기준감독서장 전
「
병원
우편번호
전화번호
진료소
경유 청구인의
주소
약국
방문간호사업자
」
이름
인

차장
지급 서장
부지급
결정 조사년월일
․
결의서 복명서 번호
제

과장
․
호

계장
․
제

계
․
호

결정년월일
․

제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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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0】요양보상급부적인 요양의 급부를 받는 지정병원 등(변경) 신고
양식 제6호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요양보상급부적인 요양의 급부를 받는 지정병원 등(변경) 신고
년

월

일

노동기준감독서장 전
「

병원
진료소 경유 청구인의
약국
방문간호사업자
」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씨명

인

하기에 의해 요양보상급부적인 요양의 급부를 받는 지정병원 등을 (변경하므로) 신고합니다.
①노동보험번호
④부상 또는 발병 연월일
이름
부현 소장 기간번호
지번호 ③
년
월
일
□□ □ □□□□□□ □□□ 노 생년월일
동
②연금증서의 번호
자 주소
의
관할국 종별 서력년 번호
오전
시
분경
직종
□□
□
□□ □□□□
오후
⑤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③의 자에 대해서는 ④ 및 ⑤에 기재된 것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사업명칭 :
사업장소재지 :

년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월

일

사업주이름 :
인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씨명)
명칭
변경전의
⑥
소재지
지정
명칭
병원 변경후의
소재지
등의
변경
변경사유
⑦상병보상연금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명칭
된 후에 요양의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지정병
소재지
원 등의

⑧상병명
[주의] 1. 사항을 선택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 표시할 것.
2. ⑤는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떠한 물건․환경 또는 상태에서 ◎
어떻게 하여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알기 쉽게 기재할 것.
3.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해당 상병에 관계되는 요양에 관해 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1)
①, ④ 및 ⑤는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 (2)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4.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당해 상병에 관계되는 요양에 관해 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
외의 경우로 그 제출이 이직후일 때는 사업주의 증명은 받을 필요가 없을 것.
5. 「신고인의 이름」란 및「사업주의 이름」란은 기명날인 대신 자필에 의한 서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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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1】휴업보상급부(휴업특별지급금) 지급 신청서
양식 제8호(앞면)

노동자재해보상보험
휴업보상 급부 지급 청구서 제1회
휴업특별지급금 지급 신청서 (동일상병분)

장표종별 수정항목번호(1)
수정항목번호(2) ①관할국서
※□□□□□ □□
□□
□□□□
②노동보험 부현 소장 관할 기간번호
지번호
③신계재별
④접수 연월일
번호
□□ □ □□ □□□□□□ □□□
□□
□□년□□월□□일
⑤성별(1남 3여) ⑥근로자 생년월일
⑦부상 또는 발병 연월일 ⑧업통⑨3자코드⑩일용코드⑪특별가입자
□
□원호□□년□□월□□일 □□년□□월□□일
※□ □
□
□□
표 -(1명치 2대정 5소화 7평성) 1-9년,1-9월,1-9일은 오른쪽에
1업3통 1자3노5기타 1일
준
이름(가타카나):성 이름 사이는 1자 띄워 기입해 ⑬일시수령 ⑭특기코드⑮위임미지급⒃특별코드⒔보조
자
주세요 □□□□□□□□□□□□□□□□□□ 기
체
⑫
※□
□
□□
□
□
로 -씨명
(
세) 1자3노5기타 1특정질병 1위3미
노
1특
동
기
⒕평균임금
주소
자
입
※□□□□□□엔 - □□전
의
해
⒖ 특별급여액
주
※□□□□□□□□엔
세
아래란 및 22. 23. 25. 26란은
요
구좌를 신규로 신고할 경우 ⒗요양으로 노동할 수 없었던 기간
21. 임금을 받지 못한 날수(별지2와 같음)
또는 신고한 구좌를 변경할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일간 중
□□□일
경우에만 기입해 주세요.
신규 변경
은행 22. 예금종류
23. 구좌번호
24. 금융기관코드
금고 □(1보통 3당좌)
□□□□□□□
□□□□ □□□
입금희망
조합
(금융기관) (점포)
금융기관
명칭
점
25.
명의인(가타카나)
:
성과
이름
사이는
1자
띄워
기입해
주세요
소
□□□□□□□□□□□□□□□□□□
구좌명의
□□□□□□□□□□□□□□□□□□
인
수정란(1)
수정란(2)
※□□□□□□□□
□□□□□□□□□□□□□□□□□□□□□□□□□□□□□□□□
⒗ 상병부위 및 상태 :
⑫의 자에 대해서는 ⑦, 20, 21, 31-37(37의 ㈂을 제외함) 및 별지2에 기 (주의) 1. 37의 ㈁ 및 ㈂에 대해서는
⑫의 자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
재한 결과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자일 경우에 한해 증명해 주시오.
년
월
일
2.
근로자의 직접소속사업장의 명칭,
사업명칭 :
전화번호 :
소재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사업장소재지 :
우편번호 :
일괄적용의 취급을 하고 있는 지점,
사업주 이름 :
인
공장, 공사현장 등의 경우에 한해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씨명)
기입해 주시오.
근로자의 소속사업장
사상병 보고제출 연월일
명칭․소재지
전화번호 :
( 국번) (
)
27.상병부위 및 상병명
28.요양기간
진료담당 상병의 결과
자의증명
년
월
일
소재지 :
전화번호 :
병원 또는 진료서의
명칭 :
진료담당자씨명 :
인
년

월

상기와 같이 휴업보상급부(휴업특별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일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인(신청인)의
주소
이름
노동기준감독서장 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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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8호(뒷면)
31. 근로자의 직종
34. 소정노동시 오전
간
오후
36.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32. 부상 또는 발병 시각

33. 평균임금(산정내역 별지1과 같음)

시
분부터
35. 휴업보상급부액
시
분까지
휴업특별지급금액의 개정비율(평균급여액 명세서와 같음)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떠한 사물 또는 환경에 ㈃어떠한

불안전한 또는 유해한 장해가 있어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기입할 것

㈀기초연금번호

연금종류

년 월 일
㈁피보험자자격취득년월일
후생연금보험법의
장해연금
장해후생연금
국민연금법의
장해연금

37. 후생연금보험 ㈂당해상병에
전원보험법의
등의 수급관계 관해서 지급되 장해등급
는 연금종류 등 지급되는 연금액
지급되게 된 연월일
기초연금번호 및 후생연금의 연
금증서 연금코드
관할사회보험사무소

장해기초연금
장해연금

년

월

앞면의 기재칸을 정
정했을 때의

삭자
가자

정정인란

사회보험 노무 작성연월일, 제출대행자, 사무대리자 표시 이름
사 기재란

급
엔
일

전화번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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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2】휴업일수 내역
양식 제8호(별지2)
노동보험번호
부현 소장 관할 기간번호
지번호
□□ □□ □□ □□□□□□ □□

이름

① 요양으로 인해 노동할 수 없었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재해발생연월일

월

일 까지

② ①의 중 임금을 받지 않았던 날의 일수

일간
일

전부휴업일

일

일부휴업일

일

③ ②의 일수의 내역
년 월 일
④
일
부
휴
업
일
의

해있
당는

년

월

일

임금의액

비

고

엔

노임
동금
에의
대액
해

연
월지
일불
될
및
수

(주의)
1. 「전부휴업일」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인해 노동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이고, 일부휴업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2. 해당란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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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3】장해급여 지급 청구서
양식 제10호(앞면)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급부지급 청구서
장해특별지금급
장해특별연금지급 청구서
장해특별일시금
히라가나 이름
①근로자 보험 번호
③
부현 소장 관할 기간번호
지번호
노
□□ □ □□ □□□□□□ □□□
히라가나 주소
동
②연금증서번호
자
관할국 종별 서기연 번호
의 직종
□□ □ □□□ □□□□
(소속사업장 명칭, 소재지)
⑥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재해발생장소, 작업내용, 상황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④부상 또는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오전
시
분경
오후
⑤상병이 치유된 연월일
년
월 일
⑦평균임금
⑧특별급여 총액(연액)
엔

㈀기초연금번
호

㈁피보험자자격 취득 연월일
후생연금보험법의

연금종류
⑨후
생연
금보
험등
장해등급
의 ㈂당해상병에 관해 지급되는 연
지급되는 연금액
수 급 금종류 등
관계
지급되게 된 연월일

국민연금법의
전원보험법의

년

월

일

장해연금
장해후생연금
장해연금
장해기초연금
장해연금
급
엔
년
월
일

기초연금번호 및 후생연
금의 연금증서 연금코드
관할사회보험사무소
③의 자에 대해서는 ④, ⑥-⑧ 및 ⑨의 ㈀, ㈁에 기재된 것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명칭 :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
우편번호 :
사업주이름:
인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씨명)
(주의) ⑨의 ㈀, ㈁에 대해서는 ③의 자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한하여 증명할 것
⑩장해부위 및 상태
(진단서와 같음) ⑪기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 및 상태
⑫첨부할 서류, 기타 자료명
※금융기관점포코드
명칭
금융
은행
지점
기관
농협, 어협, 신조
지소
⑬연금지급을 희망하는 금융
예금통장번호
기관 또는 우체국
히라가나명칭
우체국 소재지
통장기호번호
상기와 같이 장해보상급부, 장해특별지급금, 장해특별연금, 장해특별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인(신청인)의
주소
이름
인
노동기준감독서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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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4】장해보상연금 전불일시금 청구서
연금신청 양식 제10호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연금 전불일시금 청구서
관할국

연금증서의 번호

서력년

청구인
(피재근로자)

이름
주소
제1급
제2급
제3급
청구하는 급부일
제4급
수 동그라미 표시
제5급
제6급
제7급

번

생년월일

호
년 월 일

200․400․600․800․1000․1200․1340일분
200․400․600․800․1000․1190일분
200․400․600․800․1000․1050일분
200․400․600․800․920일분
200․400․600․790일분
200․400․600․670일분
200․400․560일분

장해연금
상기와 같이 장해보상연금 전불일시금을 청구합니다.
장해연금
평성

년 월 일
(우편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청구인의
(대표자) 이름
노동기준 감독서장 전
송금을 희망하는 은행 등의 명칭

예금의 종류 및 구좌번호

(주의)
1. 청구하는 급부일수의 란의 ( )에는, 가중장해의 급부일수를 기입할 것
2. 「청구인의 이름」란은, 기명압인하는 것을 대신하여 자필에 의한 서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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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5】장해연금차액일시금 지급청구서
양식제37호의2(표면)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지급청구서
장 해 연 금 차 액일시금지급청구서
장해특별 연금차액일시금지급신청서

①연금증서번호
관할국

종 별 서력년

이 름

③
청신
구청
인인

④

번

호

생년월일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②동
이 름
사자
망 의 생년월일
사망 연월일
노

주

소

청구인(신청인)
사망근로자 의 대표자를 선
와의 관계 임하지 않을 때
는 그 이유

일
일
일
일
일
일

첨부하는 서류
그 외의 자료명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지급을 청구
상기에 의해 장해
연금차액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장해특별연금차액일시금의 지급을 신청

년

월

일

노동기준 감독서장 전

우편번호
청구인 주소
신청인의
(대표자)

전화번호

국
번

방
이름

454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서식 46】상병상태 신고서
양식 제16호2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상병의 상태 등에 관한 신고서
①근로자 보험 번호

부현
□□

② 히라가나이름
노
동 생년월일
자 직종
의 소속사업장 명칭, 소재지
⑤ 상병의 명칭, 부위 및 상태
기초연금번호

소장
□

관할
□□

기간번호
지번호
□□□□□□ □□□
③ 부상 또는 발병 연월일
(남 여)
년 월 일
④ 요양개시 연월일
년 월 일

피보험자자격 취득 연월일
년 월 일
후생연금보험법의 장해연금
장해후생연금
연금종류
국민연금법의
장해연금
장해기초연금
⑥후생연금
전원보험법의
장해연금
보험 등의 당해 상병에 관해 지급되 장해등급
급
수급관계 는 연금종류 등
지급되는 연금액
엔
지급되게 된 연월일
년
월
일
기초연금번호 및 후생연금의
연금증서 연금코드
관할사회보험사무소
⑦첨부할 서류 기타 자료명
※금융기관점포코드
명칭
은행
지점
금융기관
농협, 어협, 신조
지소
예금통장번호 보통 당좌 제
호
⑧연금지급을 희망하는 금
융기관 또는 우체국
※우체국 코드
히라가나명칭
우체국
소재지
통장기호번호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신청인)의
노동기준감독서장 전

우편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인

(주의)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기재할 사항이 없는 란에는 사선을 긋고, 사항을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없는 사항
을 지울 것.
3. ⑧에 대해서는 상병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 있어서 상병보상
연금 또는 상병연금의 지급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금융기
관」란에, 상병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의 지급을 우체국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자
는「우체국」란에 각각 기재할 것. 또한 우체국에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로 이
체예입에 의하지 않을 때는「통장기호번호」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
4.「신고인의 이름」란은 기명 날인 대신 자필에 의한 서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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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7】유족급여 지급청구서
양식 제12호(앞면)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연금 지급청구서
유족특별지급금유족특별연금 지급신청서

히라가나 이름
①근로자 보험 번호
부현 소장 관할 기간번호
지번호 ③
□□ □ □□ □□□□□□ □□□ 노 히라가나주소
동
②연금증서번호
자
관할국 종별 서기연 번호
의 직종
□□ □ □□□ □□□□
(소속사업장 명칭, 소재지)
⑥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재해발생장소, 작업내용, 상황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④부상 또는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오전
시
분경
오후
⑤사망 연월일
년
월 일
⑦평균임금
⑧특별급여 총액(연액)

엔
㈀사망근로자의 기초연
㈁사망근로자의 피보험자
년
월
일
⑨ 후 금번호 및 후생연금 등
자격 취득 연월일
생 연 의 연금증서 연금코드
금 보 ㈂당해 사망에 관해 지급되는 연금 종류
국민연금법의 모자연금/준모자연금/유아 선원보험법의 유족연금
험 등 후생연금보험법의 유족연금
유족후생연금
연금/과부연금/유족기초연금
의
수급
기초연금번호 및 후생연금
지급되는
연금액
지급된
연월일
관할사회보험사무소 등
관계
등의 연금증서의 연금코드
엔
년 월
일
③의 자에 대해서는 ④, ⑥-⑧ 및 ⑨의 ㈀, ㈁에 기재된 것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명칭 :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
우편번호 :
사업주이름 :
인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씨명)
(주의) ⑨의 ㈀, ㈁에 대해서는 ③의 자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한하여 증명할 것
사망근로자와의 장해 청구인(신청인)의 대표자를
이름
생년월일
주소
관계
유무 선임하지 않을 때 그 이유
⑩청구인
신청인
⑪청구인 이름
이외의
유족보상
연금을 받
을 수 있
는 유족

생년월일

주소

사망근로자와의 장해 청구인(신청인)과 생계를
관계
유무 같이 하고 있는가?

⑫ 첨부할 서류 기타 자료명
금융기관
⑬연금지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우체국

년

명칭

※금융기관점포코드
은행
농협, 어협, 신조

지점
지소

예금통장번호
히라가나명칭
소재지
통장기호번호

상기와 같이 유족보상연금, 유족특별지급금, 유족특별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월
일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인(신청인)의
주소
노동기준감독서장 전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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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8】장제료 청구서
양식 제16호(앞면)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장제료 청구서
①근로자 보험 번호
히라가나 이름
부현 소장 관할 기간번호
지번호
□□ □ □□ □□□□□□ □□□ ③
히라가나 주소
②연금증서번호
청구인의
관할국 종별 서기연 번호
사망근로자와의 관계
□□ □ □□□ □□□□
⑤부상 또는 발병 연월일
히라가나 이름
④
년 월
일
노 생년월일
오전
시
분경
동
오후
자 직종
의
⑦사망 연월일
소속사업장 명칭, 소재지
년
월 일
⑥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재해발생장소, 작업내용, 상황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⑧평균임금

④의 자에 대해서는 ⑤, ⑥ 및 ⑧에 기재된 것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명칭 :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
우편번호 :
사업주 이름 :
인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씨명)
⑨첨부할 서류 기타 자료명
상기와 같이 장제료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노동기준감독서장 전

이름

불입을 희망하는 은행 등의 명칭
은행 금고
농협, 어협, 신조

전화번호
인
예금종류 및 구좌번호

본점
지점
지소

보통, 당좌 제
명의인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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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9】미지급의 보험급부․특별지급금 지급신청서
양식 제4호(표면)

미지급의 보험급부지급청구서
미지급의 특별지급금지급 청구서
①노동보험번호
②연급증서의번호
③사망한수급권자
또는 특별지급금
수급자격자의
④청구인
신청인의

부 현 소장
2 7 1
관할국

관할
기관번호
지번호
0 1 12 3 4 5 6 0 0 0
종 별 서력년 번 호 지번호
( 남․

이 름 여)
사망 연월일

년

월

일

이 름
주 소
사망한 수급권자(근로자)
또는 특별지급금
수급자격자(근로자)와의 관계

⑤미지급의 보험급부
또는 특별지급금의
종류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유족(보상)급부
상병(보상)연금
장제료(장제급부)
특별지급금

장해(보상)급부
개호(보상)급부
특별일시금
연금

⑥첨부하는 서류
그 외의 자료명
상기와 같이 미지급의 보험급부의 지급을 청구
미지급의 특별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우편번호
년

일
청구인 의 주소
신청인
이름
노동기준감독서장 전
송금을 희망하는 은행등의 명칭

전화번호

월

예금의 종류 및 구좌번호

국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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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0】개호보상급부 지급 청구서
양식 제16호의2(앞면)

노동자재해보상보험
개호보상급부지급 청구서

장표종별
①관할국서
②접수년월일
③특별코드
④개호료 구분
※□□□□□
□□□□
□□년□□월□□일
□□
□ 1유 2무
⑤연금증서의 번호 ㈀
㈁수급받고 있는 산재연금 종류
㈂장해 부위 및 상해 및 당해 장해를
□장해(보상)연금 급
가짐과 관련한 일상생활 상태에 대해
관할국 종별 서력년 번호
□상병(보상)연금 급
서는 별지진단서와 같음
□□ □ □□ □□□□
⑥
씨명(카타카나)
:
성과
이름
사이는
1자
띄워
기입해
주세요
㈃
□□□□□□□□□□□□□□□□□□
노
동 이름
자 주소
의 생년월일 :
년
월
일
⑨개호에
들어간
개호에
종사한 자
⑦청구대상 ⑧비용지출해서 개호
비용으로 지출한 ※친족 지인 간호부, 가정부 또는 간호보조자 시설
년월
를 받은 일수
비용액
직원
⑩□□⑪□□⑫□□
⑬□□
⒃개호에 들어간 개호에 종사한 자
⑭청구대상 ⑮비용지출해서 개호
비용으로 지출한 ※친족 지인 간호부, 가정부 또는 간호보조자 시설
년월
를 받은 일수
비용액
직원
⒔□□⒕□□⒖□□
⒗□□
23. 개호에 들어간 개호에 종사한 자
21.청구대상 22.비용지출해서 개호 비용으로 지출한
※친족 지인 간호부, 가정부 또는 간호보조자 시
년월
를 받은 일수
비용액
설직원
24□□25□□26□□
27□□
28. 구좌명의인(가타카나 : 성과 이름 사이는 1자 띄우고 왼쪽에서 기입해 주세요)
□□□□□□□□□□□□□□□□□□
29. (계속) 명의인(가타카나)
30. 예(저)금 종류
31. 구좌번호
□□□□□□□□□□□□□□□□□□
□1보통 3당좌
□□□□□□□
입금을 희망하는 은행 등 명칭 구좌 명의인
우측란 및 28-31란은 신규
32. 금융기관코드
구좌를 신규로 신고할
은행, 국고
본점
□□□□ □□□
경우 또는 신고한 구좌
농협, 어협
지점
금융기관 점포
를 변경할 경우만 기입 변경
신조
지소
개호를
(단, 노인보건시설, 신체장해인시설, 특별양 소재지
명칭
받은 장 주거 시설 등 호노인홈, 원폭피해자특별양호홈 및 산재특
전화번호
소등
별개호시설은 제외함)
이름
생년월일
관계 개호기간, 일수
구분
․친족, 부인, 지인
개
․간호부, 가정부, 또는 간호보조자
호
․시설 직원
인
첨부할 서류

상기와 같이 개호보상급부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인(신청인)의
주소
노동기준감독서장 전
이름
(개호사실에 관한 제기) 저는 상기와같이 개호에 종사한 사실을 제기합니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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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Ⅴ>

한국의 보험급여 관련 서식(예)
【서식 51】요양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 양 신 청 서
처리기한 : .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③신청구분 □ 최초 □ 전원 □ 재요양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학력
피 재 ④성
소 □□□-□□□
☎
근로자 ⑦주
(신청인) ⑧직
종 □□□
⑨채용년월일
.
.
. ⑩재해발생일시
년 월 일 시
⑪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전원․재요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재해경위 등 주요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배액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예시문을 참조하여 사실대로․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시문 : 압출용융해작업장에서 용해로 부대설비인 공기청소기를 청소한 후 이를 배관에 조립하기 위
하여 사다리를 설치하고 동료는 사다리를 잡고 재해자는 1.5m 사다리 위에서 스패너공구를
사용하여 조정기 후렌지부분을 양손으로 조이는 순간 볼트에서 스패너가 이탈하면서 추락한
재해로서 불안전한 자세에서 유발됨.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
(작업도구,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
(경위,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물적․인적 원인)
(별지사용 가능)
어떻게 재해를 당함
1.떨어짐(추락) 2.미끄러짐․넘어짐(전도) 3.부딪침(충돌) 4.날아오는 물체에 얻어맞음(낙
하․비래) 5. 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6. 감김․끼임(협착) 7.절단 8.감전 9.폭발
⑫재해발생 형태
10.파열 11.화재 12.무리한 동작 13.이상온도․기압 접촉 14.유해물질 접촉․중독․질식
(해당번호에○표) (사고성) 15.빠짐․익사 16.사업장내 교통사고 17.사업장외 교통사고 18.직업병(진폐․뇌
심혈관 제외) 19.진폐 20.업무상 질병(뇌혈관․심장) 21.광산사고 22.기타
목
격
자 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신청인과의관계
전 원 신 청 시 ꊉ
ꊘ병․의원명칭
ꊙ소재지
ꊉ
☎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ꊚ수령일자
ꊉ
ꊛ수령금액
ꊉ
ꊒ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ꊊ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 3. 영수증 4.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의 명칭
☎
소 재 지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 업 주
(서명 또는 날인)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요양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결정
사항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불인정 또는 요양기간 변경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수일자
. . .
선 람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
처
결
접수번호
조회필
수
리
재
처리기간 7일
입력필
구비서류 없음. 다만, 재해경위 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 또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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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소 견 서 〔 □ 최초․□ 전원․□ 재요양 〕
ꊓ성
ꊊ

명

ꊊ주민등록번호
ꊔ
1.두부(뇌, 두개골, 두피) 2.눈 3.귀(내․외부) 4.안면부 5.목 6.팔 7.손․손가락 8.가슴․
ꊊ상해부위 등 9.허리 10.엉덩이 11.다리 12.발․발가락 13.복합부위 14.순환기관 15.호흡기관 16.소
ꊕ
화기관 17.비뇨․생식기관 18.신경계통 19.복부 20.전신 21.기타
1.골절 2.삐임 3.요통․근골격질환 4.절단 5.베임 6.찰과상 7.타박상․진탕 8.파열․열상
ꊖ상해종류 및 9.찔림 10.화상 11.동상 12.피부병 13.전염․중독 14.질식․익사 15.내부기관 상해 16.기타
ꊊ
상병명
1.(□□□ □
)
3.(□□□ □
)
(분류번호)
2.(□□□ □
)
4.(□□□ □
)
ꊗ재해발생일시
ꊊ
년 월 일 시 ꊊ
ꊘ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ꊙ□초진 □재진 일시
ꊊ
년 월 일 ꊊ
ꊚ통원기간중 취업가능 여부 및 시기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ꊛ치료예상
ꊊ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기간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ꊒ담당의사의 진료소견 (별지사용 가능)
ꊋ
□초진 □재진시 상태
처치 또는 처방내용
향후 장해유무
입원이 필요한 이유
전원․재요양 필요성
직 업 력
기타
수행직무특성
사고사 항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지정번호
명
칭
☎
소재지
의료기관장
(인)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성명 또는 날인)
자문의소견
년
청

구

신청서 작성

월
인

일
자문의
(서명 또는 날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송부

➜

접

수

➜

확

ꀵ

인
ꀶ

통지

결정통지서
ꀴ
작성

결

재

기재요령
1. 본 신청서는 최초요양, 전원요양, 재요양신청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2. ②항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장의 최초요양 신청시 기재합니다.
3. ꊊ
ꊙ항은 초진 또는 재진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4. ꊉ
ꊘ, ꊉ
ꊙ항은 전원신청시 희망 병․의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재해경위 등 주요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배액징
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재요양신청서는 신청인의 치료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요양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 의료기관, 소속사업장에 각 1부씩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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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2】요양연기․기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민원서류
처리기한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 양 연 기․기 타 신 청 서

.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피 재 근로자 ④성
(신청인)
⑦주

명

③신청구분 □ 연기 □ 추가상병 □ 기타

⑤주민등록번호

⑥재해발생일

소

⑧상병명 및 분류번호

년 월

일

☎
(뒷면활용)

⑨통원기간중 취업가능 여부 및 시기

⑩기요양승인기간
요양 입 원
연기
신청 통 원
재가요양

⑪향후연기신청기간

.

.

.부터

.

.

.까지(

)일

. . .부터

. . .까지(

)일

.

.

.부터

.

.

.까지(

)일

. . .부터

. . .까지(

)일

.

.

.부터

.

.

.까지(

)일

. . .부터

. . .까지(

)일

⑫추가상병․기타신청 (

□□□ □)

(

□□□ □)

⑬요양연기․추가상병․기타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 현재까지 치료내용, 향후 치료방법, 치료효과 및 적정한 치료예상기간 등 요양연기의 구체적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뒷면 활용)
의료기관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
의료기관장
담당의사면허번호 제
는 날인)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인)
호 성명

(서명 또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문의소견
년
입

월

일

자문의

(서명 또는 날인)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통 원
요양 연기기간
결정
재가요양
사항
기타사항
(
(추가상병등)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 □)

불인정 및 요양기간
삭감시 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접수일자

접
접수번호
수
처리기간 7일

.

.

.

선 람
처
조회필
리
입력필

결
재

담 당

월

일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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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1.(□□□ □
2.(□□□ □
3.(□□□ □

⑧ 상병명 및
분류기호

)
)
)

4.(□□□ □
5.(□□□ □
6.(□□□ □

)
)
)

⑬ 요양연기,
추가상병,
기타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신

신청서 작성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청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송 부

➜

ꀵ

접

수

ꀶ
확

인

ꀶ
결

재

ꀴ

지역본부
(지사)장

ꀶ
통

지

결정통지서 작성

구비서류 : 없 음
기재요령
1. 요양연기신청과 추가상병신청은 각각 별도로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요양연기신청과 추가상병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상병 승인 여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특별진찰(특수촬영 포함) 신청의 경우 진찰명을 명기하여 주시고 필요시 수진희망
의료기관명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참고)사항
1. 요양담당의료기관에서는 통원요양기간 동안의 취업가능예상기간을 반드시 기재하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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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3】휴업급여청구서
〔별지 제34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민원서류
처리기한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청구인

휴업급여청구서

.

.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재해발생일

년

⑤휴업급여청구기간

월

일

.

④청구구분 □ 최초분 □ 제2회 이후분

.

.

∼

.

.

.(

)일간

⑥수령희망 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

⑦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중 요양하였습니까?
1. 예(
근로
⑧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예(
자
확 ⑨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액을
인 받은 적이 있습니까?(있을 경우 아래 첨부서류란에 표시하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1. 예(
※ 첨부서류 1.합의서( ) 2.판결문( ) 3.영수증( ) 4.기타(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년
사업의 명칭
청 구 인
전화
(전화번호
소 재 지
(휴대폰번호
사 업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
기
지급 결정 사항
부지급

또는

급

)

) 2. 아니오(

)

) 2. 아니오(

)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간

년

월

산 출 내 역 (평균임금 :
지

)

) 2. 아니오(

일 ~
원

액

년

월

전) × (지급일수 :

일 (

)일간

일) × (70/100)

원

삭감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접수일자
접
수

.

.

선 람
처
리

접수번호
처리기간

.

7일

조회필

월

담 당 차 장

일
부 장 본부(지사)장

결
재

입력필

구비서류 : 없음
1. 제2회 청구분부터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하여 사업주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 또는 취업한 기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초 휴업급여 청구시 청구내역(평균임금 산정내역)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임금대장, 출근부 등)가 필
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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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청구서 뒷면)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⑩채 용 연 월 일
년
월
일 ⑪고 용 형 태 별 상용․일용
⑫임금 지급 방법 월급․주급․일급․시급․기타(
) ⑬산정사유 발생 연월일
.
산 정 내 역
ꊘ . . 부터 ꊉ
ꊉ
ꊙ . . .부터 ꊉ
ꊚ . . .부터
⑮ . . .부터
⑭임금계산기간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총 일 수

일

일

일

.

.

ꊛ계
ꊉ

일

일

임
금
내
역
합계액
ꊒ
ꊊ평 균 임 금
ꊓ
ꊊ통 상 임 금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원

일=

원

전

전

※ꊊ
ꊓ 란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ꊔ임금계산기간
ꊊ
제1호

제4호

ꊖ임금총액
ꊊ

. . .부터
. . .까지
ꊙ일 당
ꊊ

ꊗ통상근로계수
ꊊ

ꊊ평균임금
ꊘ
(ꊊ
ꊖ/ꊊ
ꊕ×ꊊ
ꊗ)

ꊚ통상근로계수
ꊊ

ꊛ평균임금(ꊊ
ꊊ
ꊙ×ꊊ
ꊚ)

ꊒ당해 사업장 동종업무근로자 일당
ꊋ

ꊓ통상근로계수
ꊋ

ꊔ평균임금(ꊋ
ꊋ
ꊒ×ꊋ
ꊓ)

ꊕ당해 지역 동종업무근로자 일당
ꊋ

ꊖ통상근로계수
ꊋ

ꊗ평균임금(ꊋ
ꊋ
ꊕ×ꊋ
ꊖ)

제2호
제3호

ꊕ근로한 일수
ꊊ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인

청구서
작성

송
부

➜ 접

수

ꀵ

임금 등
➜ 확 인 ꀴ 사실확인
ꀶ

통
지

결정통지서
작성
ꀴ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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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4】장해보상청구서
〔별지 제35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 : . . .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장 해 보 상 청 구 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년 월 일
피 재
⑥주
소 □□□-□□□
☎
근로자
⑦채용 연월일
년 월 일 ⑧평균임금
원 전 ⑨완치(치유) 연월일
년월일
(청구인)
⑩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사용 가능)
⑪장해급여수
⑫위임수령 여부 및
□일시금 □연금 □연금선급금(
년분)
급방법
사유
⑬기존질병 및 기존장해가
청구
있는 경우 발생일, 발생
내용
경위 및 상태 등
⑭산출내역 및
⑮수령희망은행 및
(예금주 :
)
청구액
계좌번호
ꊘ
ꊉ
수령일자
ꊙ
ꊉ
수령금액
ꊚ
ꊉ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 3. 영수증 4. 기타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의 명칭
☎
청 구 인
(서명 또는 날인)
소 재 지
(☎
)
사 업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인노무사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선급기간 (
년)
지급
장 해 등 급제
급 제
호(장해보상일분 :
일분)
결정
. . .~ . . .
사항
산 출 내 역
지급액
원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사정내역 뒷면 참조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 접수일자
. . . 처 선 람
결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조회필
수 처리기간
10일
리 입력필
재
※ 구비서류： 엑스선 사진 1매(장해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장해등급 제1∼3급의 경우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제4∼7급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
며, 제8급 이하의 경우 일시금으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금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1∼2년분(제1∼3급자는 4년분까지)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3. ⑬란의 기존 질병 및 장해상태와 ꊉ
ꊘ, ꊉ
ꊙ, ꊉ
ꊚ란의 다른 배상 수령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액이
과오지급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강제징수 등 불이익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연금은 최초 1회 청구로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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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
주

해

명
소 ☎

진

단

서

주민등록번호
부 상(발 병) 일
①초진일(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②치유일(상병이 완치된 날 또
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
태에 이르게 된 날)

장해의 원
인이 되는
상병명
장해부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③기존장해 ( 유 ․ 무 )
기존장해상태
(질병포함) 발생시기
년 월 일
④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
일 포함)
⑤장해상태(모든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상세히 기재. 필요한 경우 도표, 그림으로 표시)

※ 관절운동장해, 척추 및 사지마비장해자는 해당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⑥향후장
관한 의견
해상태에
단기간(6개월정도) 이내 악
대한 의견
영구․비영구
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함.
년 월 일
의료기관

명

의료기관

지정번호 :

발 행 일:
ꄫ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성명 :

칭:
소재지:

ꄫ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청구서 작성

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송 부

➜

접

수

➜

확

ꀵ

인
ꀶ

통 지

결정통지서 ꀴ
작성

결

재

※ 진단서 작성시 유의사항
“장해상태”란에는 1.부상부위 및 정도 2.그동안의 치료내용, 수술명 및 경과 3.현재의 자각적 및 타각
적 증상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4.현재의 장해가 본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병적 증상
의 원인이 되는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정도 5.의학상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종결하는 경우 악화되어 단시일 내에 재요양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여부 6.
향후 항상 또는 수시 개호의 필요성 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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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5】상병보상연금청구서
〔별지 제40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 :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병 보 상 연 금 청 구 서

.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청구회수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피 재
근로자 ⑤주 소 □□□-□□□
(청구인)
⑥재해발생일
년 월
일
⑧상병부위 및 상병명

제

회

☎
⑦평균임금

원

전

(뒷면 소견서 참조)

⑨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청구내용 ⑩상병보상연금 청구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

.

.부터

.

.

.까지(

일간)

⑪산출내역
⑫청구액

⑬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변호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 ꊉ
ꊘ수령일자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산업재해보상
첨부서류
보험법 제48조)

(예금주:

)

ꊙ수령금액 ꊉ
ꊉ
ꊚ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1. 합의서

2. 판결문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년
사업의 명칭
☎
청 구 인
소 재 지
(☎
사 업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

3. 영수증

4. 기타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기
간
년
지급결
수 령 자 1. 피재근로자
정사항
산 출 내 역
원

월

일∼
2. 사업주
전×

년

월

일(

3. 기타 폐질등급

일간)
제

/365(366) 지급액

급
원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접 접수일자
접수번호
수 처리기간

.
7일

.

.

처 선 람
조회필
리 입력필

월

일

결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재

구비서류：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 보험급여수령위임장 1부(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2회 청구분부터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뒷면 진단서에 의료기관의 확인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병상태 변동시는 기재 확인하여 주십시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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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ꊙ상병근로자 성명
ꊉ

단

서

ꊉ
ꊚ주민등록번호

ꊛ재해발생일
ꊉ

년

월 일

ꊒ상병부위 및 상병명
ꊊ
ꊓ요
ꊊ

양

기

간

.

.

. ∼

.

.

. ( )일간[입원( )일․통원( )일

ꊊ향후치료 예상기간
ꊔ

.

.

. ∼

.

.

. ( )일간[입원( )일․통원( )일

ꊕ상병경과 및 상병상태
ꊊ
(6하 원칙에 의하여 기재)
ꊖ향후 예견되는 상병상태
ꊊ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지정번호
☎
소재지
(인)

명

칭

의료기관장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문의 소견
년

월

일

자문의
(서명 또는 날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신청서 작성

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송 부

➜

접

수

➜

확

ꀵ

인
ꀶ

통 지

결정통지서 작성 ꀴ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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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6】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별지 제37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 : . . .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유 족 보 상 ․ 장 의 비 청 구 서
②사업개시
번호

□일시금 □연금 □(일시금․
③청구구분 연금)×½ □장의비
④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직종
⑦주
소 □□□-□□□
☎
사 망
⑨재해발생
근로자 ⑧채용 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시
일시
⑩사 망 일시
년
월
일
시 ⑪평균임금(산정내역뒷면)
원 전
⑫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최초 유족급여 청구시에만 기재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목 격 자 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직 종
01 떨어짐(추락) 02 미끄러짐․넘어짐(전도) 03 부딪침(충돌) 04 날아오는 물체에 얻어 맞음(낙하․비래)
ꊘ재해발생형태 05 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06 감김․끼임(협착) 07 감전 08 화재․폭발․파열 09 고온․저온물
ꊉ
(해당번호에 ○표)
체접촉 10 유해화학물질접촉 11 업무상질병(직업병) 12 교통사고 13 무리한 동작 14 기타
ꊙ성 명
ꊉ
ꊚ주민등록번호
ꊉ
ꊛ주
ꊉ
소
ꊒ관계 ꊊ
ꊊ
ꊓ장해유무
청구인
(수급권자)
①산재보험성립번호

ꊔ청구액
ꊊ
원

ꊊ일시금
ꊕ
전액
원

장제실행자
(비용부담자)

ꊙ성 명
ꊊ

장제실행확인자

ꊒ성 명
ꊋ

ꊊ연 금
ꊖ
전액

50%
원

ꊗ장의비
ꊊ
50%
원

원

ꊚ사망자와의 관계
ꊊ
(서명 또는 날인)

ꊘ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ꊊ
원

(예금주 :

ꊛ장제실행일
ꊊ

)
.

.

.

※ 사업주가 장제를 실행하고, 사업주가 직접 청
구하는 경우에만 유족급여수급권자(유족)가 본
란에 확인합니다.
ꊔ수령금액 ꊋ
ꊋ
ꊕ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ꊓ수령일자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ꊋ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48조)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 3. 영수증 4. 기타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장명
☎
청 구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재지
(☎
)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지 일 시 금
원
전 × 1,300일 × (½)=
원
급
기본금액 :
원 전 × 365 × 47/100 × (½) =
원
결 연
금
원
가산금액 :
원
전 × 365 × (
)/100 × (½)=
원 지급액
정
사
원
전 × 120일 =
원
항 장 의 비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 접수일자
처 선 람
결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 . .
접수번호
조회필
수 처리기간
10일
리 입력필
재
구비서류 :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사인 미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국공립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영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각서 1부(연금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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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ꊋ채 용 연 월 일
ꊖ
년
월
일ꊋ
ꊗ고 용 형 태 별 상용․ 일용
ꊘ임 금 지 급 방 법 월급․주급․일급․시급․기타(
ꊋ
) ꊋ
ꊙ산 정 사 유 발 생 일
.
.
산
정
내
역
ꊒ . . .부터 ꊌ
ꊚ . . .부터 ꊋ
ꊋ
ꊛ . . .부터 ꊌ
ꊓ . . .부터
임금계산 기간
ꊔ계
ꊌ
. . .까
. . .까지
. . .까지 지
. . .까지
ꊕ총 일 수
ꊌ
임 기본금액
금
내
역

일
원

일
원

일
원

일
원

.

일
원

ꊌ평 균 임 금
ꊖ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일=
원
전
ꊗ통 상 임 금
ꊌ
원
전
※ 청구인(수급권자)이외의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기재)
ꊓ청구인에 의하
ꊍ
ꊛ장해 ꊍ
ꊌ
ꊒ사 망근 로
ꊘ성 명 ꊌ
ꊌ
ꊙ주민등록번호 ꊌ
ꊚ주
소
유무 자 와의관계 여 부양되고 있는
지 여부
□□□-□□□
□이다 □아니다
☎
□□□-□□□
□이다 □아니다
☎
□□□-□□□
□이다 □아니다
☎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재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2항
ꊔ임금계산기간
ꊍ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ꊕ근로한 일수
ꊍ

. . .부터
. . .까지
ꊙ일 당
ꊍ

ꊖ임금총액
ꊍ

ꊗ통상근로계수
ꊍ

ꊍ평균임금
ꊘ
(ꊍ
ꊖ/ꊍ
ꊕ×ꊍ
ꊗ)

ꊚ통상근로계수
ꊍ

ꊛ평균임금(ꊍ
ꊍ
ꊙ×ꊍ
ꊚ)

ꊒ당해 사업장 동종업무근로자 일당 ꊎ
ꊎ
ꊓ통상근로계수

ꊔ평균임금(ꊎ
ꊎ
ꊒ×ꊎ
ꊓ)

ꊕ당해 지역 동종업무근로자 일당
ꊎ

ꊗ평균임금(ꊎ
ꊎ
ꊕ×ꊎ
ꊖ)

ꊖ통상근로계수
ꊎ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청구서
작성
ꀵ

인
송부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 접

수

➜ 확

인 ꀴ

임금 등
사실확인

ꀶ
통지

결정통지서 ꀴ
작성

결

재

유의(참고)사항
1. 연금청구시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령시 수급권자의 사망, 혼인 등 자격변동사항은 즉시 우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연금은 최초 1회 청구로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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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7】간병급여 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민원서류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 . .

간 병 급 여 청 구 서(확인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명
피 재 ③성
근로자 ⑤주
소 □□□-□□□
(신청인) ⑥재해발생일

④ 주민등록번호

처리기한 :

장해등급

☎
년

월

일

⑦치유일

년

월

일

⑧수령희망
계좌번호
⑨성 명
간병인
⑫주 소 □□□-□□□
인적사항
⑬피재자와의관계

⑩ 주민등록번호

⑪직업
☎

간 병 장 소 및 내 용
⑮장 소

내

용

□ 재가
ꊉ시 설 명
ꊘ
□ 요양소 ꊉ
ꊙ소 재 지
□ 기타시설
ꊚ간병비용
ꊉ

ꊛ간병기간
ꊉ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청

구

월

일

인

(서명 또는 날인)
)

(☎
근로복지공단
지급결정사항
부지급

또는

기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간

년

지 급 액

월

일부터

년

일까지

일간

삭감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접 접수일자
접수번호
수 처리기간

월

원

.

년
.

.

처

선 람

월

일

결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조회필
7일

리

입력필

재

※ 유의사항
1. 간병급여는 매월말 청구하여 익월 초에 지급하며 무료장해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사망시나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간병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아
니하오니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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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뒷 면)

진

단

서

ꊊ기존질병
ꊒ
및장해
상태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명

칭
의료기관장

☎
(인)

ꊓ자문의 소견
ꊊ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청구서
작성

처

인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송부

➜접

수

➜확

ꀵ

인

ꀴ

임금 등
사실확인

ꀶ
통지

결정통지서
작성

ꀴ

결

재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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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8】요양비 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원서류
처리기한 :

요 양 비 청 구 서

.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③성 명
피 재
근로자
⑥주 소 □□□-□□□
(신청인)
⑦채용 연월일

□요양비

월

일 ⑧재해발생일시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대 □기타

청구⑫기
간
.
내용
⑬산출내역(별지사용가능)
구

☎
년

.

.∼

액

.

.

.(

)일간 〔입원 (

ꊘ수령일자
ꊉ

ꊉ수령금액
ꊙ

첨부서류

1. 합의서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사업의 명칭
소 재 지
사 업 주

또는

일), 통원 (

일)〕

ꊚ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ꊉ
2. 판결문

일
☎

년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공인노무사
기

3. 영수증

4. 기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지급

상병부위 ※ 뒷면 소견서
및 상병명
참조

원 ⑮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지급결정사항

년 월 일 시

1.떨어짐(추락) 2.미끄러짐․넘어짐(전도) 3.부딪침(충돌) 4.날아오는 물체에
얻어 맞음(낙하․비래) 5.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6.감김․끼임(협착)
7.절단
8.감전
9. 폭발 10.파열 11.화재 12.무리한 동작
13.이상온
도․기압 접촉 14.유해물질 접촉․중독․질식(사고성) 15.빠짐․익사 16.사
업장내 교통사고
17.사업장외 교통사고 18. 직업병(진폐․뇌심혈관 제외)
19.진폐 20.업무상 질병(뇌혈관․심장) 21.광산사고 22.기타

⑩재해발생 형태
(해당번호에 ○표)

⑭청

□□□

(* 최초 치료비 청구시에만 기재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별지에 작성하여 주
십시오)

⑨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⑪청구구분

⑤직종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간

년

지 급 액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원

삭감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접

접수일자

.

.

.

처

접수번호
수

처리기간

선 람

결

월

일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조회필
10일

리

입력필

재

※ 구비서류
1. 청구내용에 관한 증명서 1부(본 청구서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시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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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뒷 면)

소
ꊉ성
ꊛ

견

서

명

ꊒ
ꊊ주민등록번호
ꊊ재해발생일
ꊓ
년 월 일
1. 두부(뇌, 두개골, 두피) 2.눈 3.귀(내․외부) 4.안면부 5.목 6.팔 7.손․손가락 8.가
ꊔ상병부위 슴․등 9.허리 10.엉덩이 11.다리 12.발․발가락 13.복합부위 14.순환기관 15.호
ꊊ
흡기관 16.소화기관 17.비뇨․생식기관 18.신경계통 19.복부 20.전신 21.기타
1.골절 2.삐임 3.요통․근골격질환 4.절단 5.베임 6.찰과상 7.타박상․진탕 8.파열․열
ꊖ상해종류 상 9.찔림 10.화상 11.동상 12.피부병 13.전염․중독 14.질식․익사 15.내부기관 상해
ꊊ
및 상병명 16.기타
(분류번호) 1.(□□□ □
)
3.(□□□ □
)
2.(□□□ □
)
4.(□□□ □
)
ꊖ기존질병 및 장
ꊊ
해상태
입 원
년 월 일∼
년 월 일
(
)일간
ꊗ요양기간
ꊊ
통 원
년 월 일∼
년 월 일
(
)일간
재가요양
년 월 일∼
년 월 일
(
)일간
간병종류
□일반간병
□철야간병
□1인이 2인이상 간병
□가족간병
간병기간
. . . ∼ . . .( 일간) (*단, 회복실 및 중환자실 사용기간은 제외됨)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ꊘ간병확인
ꊊ
환자
간병 담당자
주소
와의
간병자격 유․무
관계
. . . ∼ . . .(
일간) 실통원일수
ꊙ이 송 료 총진료일수
ꊊ
(통원확인)
산출내역
원 (세부내용은 별지작성가능)
ꊚ의 지 ․ 보
ꊊ
품명
수량
회수
구입가격
원
조기대
(분류번호)
ꊛ기
ꊊ
타
내역
(특수촬영등)
ꊒ담당의사의 진료소견 또
ꊋ
는 개호사유
(별지사용가능)
ꊓ통원기간중 취업가능 여부 및 시기
ꊋ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지정번호
명 칭
☎
소재지
의료기관장
(인)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문의 소견
년

월

일

자문의

(서명 또는 날인)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청구서 작성

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송 부

➜

접

수

➜

검

ꀵ

토
ꀶ

통 지

결정통지서 작성 ꀴ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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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9】장해․유족특별급여 청구서
[별지 제45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원서류
처리기한 :

.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③성

재해근로자

(앞 면)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부상 또는 사망일

원
⑦성 명

전

⑧주민등록번호

청구인
□□□-□□□
⑨주 소
(근로자
또는 유족)
⑩(장해․유족)
급여 수령액

☎
⑪장해등급(장해특별
원
급여청구의 경우)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사업장명
소재지
보험가입자(사업주)성명
전화번호
산정방식

⑥평균임금

장해특별급여

제

급제
호

일

(서명 또는 날인)

평균임금×30×노동력상실률×라이프니츠계수-장해급여

유족특별급여 〔(평균임금×30)-(평균임금×30×본인의 생활비율)〕×라이프니츠계수-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3호에 의한 유족 (※ 유족특별급여 청구의 경우 뒷면에 기재합니다)
⑫특별급여구분
□ 장해

⑬특별급여청구액

□ 유족

⑭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원

(예금주 :

)

위와 같이 (장해․유족) 특별급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공인노무사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접 접수일자

.

.

. 처

접수번호
수 처리기간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선 람

결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조회필
10일

리

입력필

구비서류 : 권리인낙 및 포기서(별지 제43호서식) 1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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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뒷 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유족

ꊘ보험급여
ꊉ
ꊙ성 명 ꊉ
ꊉ
ꊚ주민등록번호
수급순위

ꊛ주
ꊉ

ꊒ사망근로
ꊊ
ꊓ인 감
ꊊ
자와의 관계

소

□□□-□□□
☎
□□□-□□□
☎
□□□-□□□
☎
□□□-□□□
☎
□□□-□□□
☎
□□□-□□□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처 리 기 관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송 부

청구서 작성

➜

접

ꀵ

수
ꀶ

확

인

ꀴ

사실확인

재

ꀴ

지역본부
(지사)장

ꀶ
결
ꀶ
통

지

지급통지서
작성

